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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4일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명분･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정당하지 

못한 전쟁이며, 향후 국제질서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한 명분

없이 자행된 침략행위와 민간인 학살, 대량살상무기 사용 등 러시아의 전쟁범죄는 국제규범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항전, 국제사회의 군사지원, NATO 확대 및 서방세계의 

결속 강화 등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을 초래했다. 전술적 측면에서는 정보작전과 사이버전, 여론전

의 위력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드론과 대전차무기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면서 전차･항공기 중심의 

전술교리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장기전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은 자유민주주의를 축으로 하는 서방세계와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체제간 진영대결의 양상 

속에서 신냉전 질서를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유럽의 안보지형과 국제질서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왈츠가 제시한 분석의 층위, 즉 3가지 이미지를 적용하였으며, 인간적 차원, 국가적 차원 

및 국제체제적 차원에서 전쟁의 촉진적 요인과 허용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최근 새로운 전략개념

을 제시한 바 있는 NATO의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속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중(反中) 동맹의 

강화는 영속적인 국제정치의 무정부적 속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국제질서의 변화양

상을 고려 시 신현실주의 이론은 여전히 적실성을 갖는다고 판단되며 왈츠의 3가지 이미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 분석 시 충분한 설명력을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핵심어 : 신현실주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푸틴주의, 북대서양조약기구, 신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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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2022년 5월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 WEF) 연
차총회가 개최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약 2년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전
환점에 선 역사(History at a Turning Point)’를 주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야기한 
식량위기, 냉전 2.0시 의 도래 등 국제정치 및 경제를 둘러싼 주요 글로벌 이슈들이 논의되
었다.1)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서방세계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진영과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진영 간에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신냉전의 양상도 심도있게 다루어졌다. 
특히 미국과 서방 진영의 경제제재에 맞서 곡물과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는 러시아가 향후 
세계 식량안보와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고 세계화의 종식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
었다. 러시아는 서방의 강도 높은 경제제재가 해제될 경우 우크라이나에 한 곡물수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외적으로 천명했다. 이에 따른 여파로 많은 국가들이 식량과 비료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특별 인･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곡물 수급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통령은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이번 전쟁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5천억 달러 규모에 달하며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국제사
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러시아의 무력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쟁의 명분과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전쟁의 전개양상과 국제사회의 응 측면에서 향후 국제질서
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한 명분없이 자행된 침략행위와 
수많은 민간인 학살, 제네바 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량살상무기 사용 등 러시아의 전쟁
범죄는 국제사회 여론을 악화시켰고, 종전 이후 이들 문제는 국제적으로 심판 에 오를 전

1) The CNN Website, "Society 'may not survive' Putin's war, says billionaire George Soros,"(2022. 5. 2
4).  소로스(George Soros)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제3차 세계대전의 시작일 수 있으며 서방 세계의 모
든 자원을 동원하여 전쟁을 조기에 끝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현재의 인류문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최
선책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푸틴에게 패배를 안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s://edition.cnn.com/ 2022/0
5/24/economy/george-soros-davos-world-economic-forum/index.html(검색일: 2022. 6. 3).; World 
Economic Forum Website, "Kissinger: These are the main geopolitical challenges facing the world 
right now,"(2022. 5. 23). 미국의 前 국무장관 키신저(Henry Kissinger) 박사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2개월 이내에 평화회담이 진행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미국과 서방세계의 제재가 장기화되고 러시아가 유럽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 다른 지역에서의 영구동맹, 즉 중국과의 전략적 연대 강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러시아
와 중국이 영구동맹의 길을 선택한다면, 이는 ‘외교적 거리두기(diplomatic distances)’와 같은 냉전으로 이어
져 국제질서의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는 유럽의 장기적인 평화
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weforum.org/agenda/2022/05/kissinger- these-are-th
e-main-geopolitical-challenges-facing-the-world-right-now/(검색일: 2022.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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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다. 또한 이번 전쟁에서는 러시아 군사작전의 취약성, 우크라이나의 항전태세, 국제사회
의 군사지원, 북 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이하 NATO)와 유
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 등 미국-유럽의 결속 강화 등 예상치 못한 결과들을 
낳았다. 특히  정보작전과 사이버전, 여론전의 위력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드론과 전차무기
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면서 전차･항공기 중심의 전술교리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장기
전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중립국인 핀란드와 스웨덴의 NATO 
가입, 덴마크의 EU 공동방위 참여 등 유럽의 전통적인 안보지형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
다. 2022년 6월, NATO는 새로운 전략개념(Strategic Concept)을 발표하고 중국과 러시
아를 적 세력으로 명시했다.2) 전쟁 장기화시 글로벌 경제는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환경에도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어 평화
적인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질서 재편의 계기가 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을 명확
히 규명하기 위해 왈츠(Kenneth N. Waltz, 1924~2013년)가 제시한 3가지 이미지를 중심
으로 전쟁의 근인(近因, Immediate Cause)과 원인(遠因, Underlying Cause)을 고찰하였
다.3) 이를 위해 전쟁의 근인으로서 개인적･국가적 차원의 요인을 분석하였고, 전쟁의 원인
으로서 국제체제적 차원의 요인을 고찰하였다. 첫 번째 이미지인 개인적 차원의 분석은 러
시아 지도자 푸틴(Vladimir Putin)의 심리적 요인과 특성, 즉 푸틴주의(Putinism)를 중심
으로 한 역사인식과 신념을 고찰하였다. 두 번째 이미지인 국가적 차원의 분석은 2000년 
푸틴의 집권 이후 러시아의 정치적 구조 변화와 국내정치 상황 등을 중심으로 전쟁의 원인
을 고찰하였다. 세 번째 이미지인 국제체제적 차원의 분석은 러시아가 전쟁의 명분으로 내
세운 NATO의 확 , 민주주의 확산 등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와 러시아의 립･갈등 
요인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2) NATO, “NATO 2022 Strategic Concept,”(29 June 2022), pp. 1-16. https://www.nato.int/nato_static
_ fl2014/assets/pdf/2022/6/pdf/290622-strategic-concept.pdf(검색일: 2022. 8. 20).

3) 신희섭. 국제정치학 강의(서울: 학연, 2021). pp. 301~302. 전쟁원인에 관한 연구는 전쟁을 촉발시킨 요인들
을 찾아내기 위한 것으로,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여 또 다른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책에서는 전쟁원인의 분석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전쟁원인의 분석방법은 사건사를 중･장기 
국면으로 구분하는 전쟁의 기원(Origin)과 단기적･일회적인 사건에 주목하는 전쟁의 원인(原因, Cause)으로 구
분할 수 있다. 투키디데스 이래로 전쟁의 원인은 근인(近因: Immediate Cause)과 원인(遠因: Underlying 
Cause)으로 구분되었다. 원인은 전쟁의 필요조건이자 간접적인 조건이며, 근인은 전쟁의 충분조건이면서 직접
적인 원인이다. 필요조건과 간접조건이 충족되면, 충분조건으로서 직접 조건이 전쟁을 결정한다. 전쟁원인 연구
의 또다른 접근법은 촉진적 요인(Efficient cause)과 허용적 요인(Permissive cause)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히데미 수가나미가 왈츠의 도식을 분류하면서 제시한 것으로 전쟁의 촉진적 요인을 근인(近因)으로 보고, 전쟁의 
허용적 요인을 원인(遠因)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촉진요인･충분조건인 근인, 허용적 요인･필요조건인 원
인을 왈츠의 3가지 이미지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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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및 연구동향

1. 전쟁의 원인에 대한 분석수준 : 왈츠의 3가지 이미지

신현실주의(Neorealism) 또는 구조적 현실주의(Structural Realism) 이론을 제시한 왈
츠는 국제체제의 구조, 즉 무정부성 개념을 통해 국가간의 갈등을 설명했다. 1951~1952년 
한국전쟁에 장교로 참전하여 전쟁의 현실을 경험한 왈츠는 1959년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을 토 로 신현실주의의 이론적 기반이 된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국제정치 현상 중 전쟁의 원인에 한 이론적 고찰을 위해 
분석의 층위(Levels of analysis), 즉 3가지 이미지4) 개념을 제시하였다. 왈츠는 국제정치
라는 무정부적인 구조에서 평화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원인에 한 이해가 선
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성 아우구스티누스(Aurelius Augustinus, 354~ 430)
와 루소(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 스피노자(Baruch de Spinoza, 
1632~1677), 칸트(Immanuel Kant, 1724~1804) 등 고전적 정치사상가들의 이론을 폭넓
게 분석하고 전쟁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왈츠는 국제정치의 무정부적 속성을 ‘권위체의 부재(Absence of government) 뿐만 아
니라 무질서와 혼돈의 존재(Presence of disorder and chaos)’라고 정의했다.5) 하지만 현
실 속 국제정치는 제도를 통한 질서유지, 국가간 교류 및 교역의 증가, 국제기구의 활동 등
을 통해 무정부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왈츠는 국제정치 현실에 내재되어 있
는 무정부적 상태로 인해 국가행위자들이 세력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성이 발생한다고 보았

4) Waltz, Kenneth N.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1), p. ⅸ. 왈츠는 국제정치 현상의 연구시 분석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전쟁의 
원인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3가지 이미지를 제시했다. ① 개인과 인간의 본성, ② 국가, ③ 국
제체제. 또한 국제정치를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번 째 이미지의 영향력에 주목하면서 동시에 3가지의 모
든 분석층위를 이해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 ‘이미지’라는 개념적 용어를 채택하였다. 왈
츠는 국제정치 현상을 물리적으로 관찰하기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연구대상의 활동영역
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의 개념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5)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9), pp. 102~113. 왈츠는 국제정치의 무정부적 질서하에서 국가간의 접촉이 갈등을 발생시키
고 동시에 폭력의 문제를 제기한다고 보았다. 특히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상위의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
에서 무력사용을 회피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제체제의 단위구성체인 국가행
위자들에게 자구체제는 필연적인 행동원리일 수 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자국의 안보를 추구하게 된다고 보았다. 
즉, 무력은 오직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이다(Force is used for one's own interest). 왈
츠는 국제정치 현실에서 폭력이 최후의 수단일 뿐만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투사되는 수단이며, 항상 사용될 수
밖에 없는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In international politics force serves, not only as the ultima ratio, 
but indeed as the first and constant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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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권력(힘 또는 군사력)의 분포에 따른 안보불안감이 국가행위자들간의 협력을 촉진시
키고, 동시에 전쟁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왈츠는 국가들이 자구체제
(Self-help system)하에서 자국의 안보를 추구할 수 밖에 없으며 경쟁이 가속화할수록 절

적 이익보다는 상 적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왈츠는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폭력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전쟁 또는 전쟁의 위협에 직면하

게 될 때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조건에 해 성찰하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전쟁의 원인에 
한 체계적인 연구가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직접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정치의 현상을 학문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행위자들의 특
성과 조건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전쟁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3가지 분석의 층위를 적용하였다. 왈츠는 3가지 이미지 중 어떤 것이 가장 선호
되었는가는 역사적 시 와 장소, 환경 등의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떤 이미지도 
단독으로 분석될 경우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표 1> 전쟁의 원인을 분석하는 3가지 이미지

구  분 분  석  수  준 주 요   분 석 대 상

인간 인간의 본성과 행태 이기심과 공격성, 권력의지, 그릇된 판단 등

국가 국가의 내부구조 정치경제, 군사력의 구조･운용, 대외정책 등 

국제체제 국제체제의 무정부적 속성 현실주의적 조건으로서의 세력균형 

출처 : Waltz(2001)의 내용을 정리

왈츠는 첫 번째 이미지인 인간본성에 한 판단을 추론하기 위해 니버(Reinhold Niebuhr, 
1892~1971), 모겐소(Hans J. Morgenthau, 1904~1980) 등의 정치사상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악(善惡)의 행동에 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부터 정치적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왈츠는 첫 번째 이미지와 관련하여 
2가지 중요한 관점을 제시했다. 첫째는 상부의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적 상태에서 
폭력이 행사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인간의 권력지향적인 속성 때문에 권력투쟁이 촉발된다는 
점이다. 왈츠는 고전적 현실주의 이론을 개척한 모겐소의 관점6)을 근거로 권력이 국가행위자들
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된다는 점을 수용했다. 

6) Waltz(2001), pp. 33~39. 왈츠는 권력투쟁(Struggle for power)을 바라보는 모겐소의 시각을 다음과 같이 해
석했다. “모겐소는 세계정부의 수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세력균형의 정치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무정부적 국제질서에서는 한정된 재화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행위자들간에 권력
투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모겐소는 갈등의 2가지 원인으로 ① 인간이 가진 소유욕, ② 권력
에 대한 욕망(Animus Dominandi)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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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의 내부조건이 외정책을 결정한다고 주장한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견해를 검토하였
고, 자유주의적 국가행태를 2가지 개념으로 구분했다.7) 먼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필요시 
무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구원적 개입주의(Messianic Interventionism)’로 왈츠는 십자군적인 
군사개입이 자칫 끝없는 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낙관적 불간섭주의(Optimistic 
Noninterventionism)’는 영구적인 평화의 실현을 위해 특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으로 전쟁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세 번째 이미지는 국제체제의 무정부적 구조
(Anarchic structure)와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의 문제를 다룬다. 왈츠는 국제체제
의 구조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인간과 국가적 요소들이 갖는 중요성을 제 로 인식할 수 없
으며, 동시에 이들이 초래할 결과도 예측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8) 인간이 국가라는 내부환
경 속에서 성장하고, 국가 역시 국제체제라는 외부적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 
가지 이미지만을 제한적으로 분석할 경우 다른 두 가지 이미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및 국제정치의 문제는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한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는 타국의 정치적 행위로부터 제약을 받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상부의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는 국제체제에서 세력균형의 정치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
리적 힘과 권력은 특정 국가가 외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9) 왈츠는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전쟁발발의 
원인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이미지라고 보았다.

왈츠는 전쟁의 원인에 한 이론적 고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제시했다. 그것은 전
쟁의 실제적 원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허용적 원인(Permissive cause)’10)에 한 

7) Ibid, pp. 104~113,

8) 왈츠는 전쟁이라는 현상이 개인과 국가의 행위로부터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미지와 두 번
째 이미지가 전쟁의 발발과 종결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세 번째 이미지가 국제
정치의 구조를 설명해주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미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국가행위자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9) Ibid, pp. 182, 221, 왈츠는 개별성의 한계에 대한 루소의 관점을 바탕으로 개별 국가행위자들이 자국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목표는 제한적 수준에서만 타당성을 갖는다고 보았다(Each country's formulation of 
its goals will be of particular rather than of general validity). 또한 국가간 서로 다른 특수성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특히 현실적인 조건으로서의 세력균형은 일정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는 태도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왈츠는 국제정치에서 
이루어지는 국가행위자들의 대외정책이 현실세계에 대한 합리적 대응을 구체화한 것이며, 이는 동시에 도덕성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10) Ibid, pp. 80~83, 왈츠는 허용적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전쟁은 A라는 국가가 원하는 목표를 B라
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전쟁의 실제적 원인은 A국가가 가진 욕구이며, 허용적 원인은 A국
가가 전쟁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제지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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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다. 허용적 원인이 국제체제의 특수한 환경으로부터 형성된다는 점에서 왈츠는 전쟁
의 직접적 원인이 허용적 원인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보았다. 특히 전쟁의 원인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인간과 국가의 속성에 관한 요인들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허용적 원인인 국제정
치의 구조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이미지와 두 번째 이미지
는 세 번째 이미지와의 연계성 하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왈츠는 모겐소가 정립한 현실주의 패러다임의 기본가정11)을 계승하여 신현실주의, 또는 
구조적 현실주의로 발전시켰으며 국제정치에서 힘과 국가이익을 핵심변수로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동선(2009)은 모겐소와 왈츠가 발전시킨 현실주의 이론이 최근 변화된 국제정
세 속에서도 여전히 적실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21세기 안보학 분야의 발전에도 중요한 기
여를 해왔다고 평가했다.12) 또한 최종건(2013)은 신현실주의가 이론적인 설명력과 적실성
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지만,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국제정치 환경에서 강 국의 지역정치
와 관련하여 많은 동학적 함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13) 한편 양준희와 박건영(2011)은 냉전
의 평화적 종식으로 왈츠의 주요 가설이 경험적 타당성을 상실하였고, 결과적으로 신현실주
의가 미국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었다고 비판하였다.14) 최근 NATO의 
확  움직임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중(反中) 동맹의 강화는 국제정치의 무정부적 속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신현실주의 이론은 여전히 적실성을 갖고 있으며, 왈츠가 제
시한 3가지 이미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 분석에 충분한 설명력을 제공해준다
고 할 수 있다.

11) Morgenthau, Hans J. and Thompson, Kenneth W.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6th Edition (Beijing: Peking University Press, 1997), pp. 4~17, 187~197. 모겐소는 정치
적 현실주의 이론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현실주의는 인간 본성에 기반한 객관적 법칙의 지배를 받으
며,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핵심 연결고리가 ‘힘 또는 권력으로 정의되는 이해관계 개념(The concept of 
interest)’이다. 권력의 내용과 구현방법은 정치적･문화적 환경에 따라 결정되며 이해관계는 고정불변의 개념
이 아닌 가변적 의미를 갖는다. 특히 현실주의는 정치적 행위에 내포된 윤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권력
으로 정의되는 이해관계가 국가들로 하여금 도덕적 과잉행위와 정치적으로 그릇된 행위를 예방해준다고 보았
다. 무정부적 국제질서하에서는 이해관계를 조율해줄 신뢰할 만한 절차와 제도가 없기 때문에 모든 국가행위자
는 오로지 자력에 의한 생존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 모겐소는 생존을 위한 권력투쟁에서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은 필연적인 정책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주권국가들의 세력균형은 국제사회에서 안정과 평화를 유지시
켜주는 주요한 메커니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12) 이동선. “21세기 국제안보와 관련한 현실주의 패러다임의 적실성.” 국제정치논총 제49집 5호(2009), pp. 
55~80.

13) 최종건. “신현실주의 기원과 한국 국제정치학의 이론적 함의: 1959~1979년 왈츠의 저작을 중심으로.”국제정
치논총 제53집 4호(2013), pp. 9~37.

14) 양준희･박건영. “월츠의 환영(幻影),”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3호(2011), pp. 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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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강한 러시아의 부활을 꿈꾸며 2000년 출범한 푸틴
(Vladimir Putin) 정권의 反서방주의 노선과 공세적 안보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였다. 
즉, 현재 진행중인 우크라이나 사태는 2008년 조지아 전쟁과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돈바
스 분쟁과 연계하여 고찰해야 할 분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쟁원인을 고찰하기 위
해 왈츠가 제시했던 3가지 이미지를 중심으로 푸틴정권의 출범과 통치체제 확립 과정, 러시
아 정치체제의 특징과 외안보전략의 변화 등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첫 번째 이미지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김영준(2019)은 러시아의 전략사상가인 스베
친(Aleksandr A. Svechin)의 전략론과 푸틴의 군사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냉전기 서방세계
에서 폄하되고 가치절하되어 온 러시아의 전략사상을 규명하였다. 또한 러시아의 전략사상
사 측면에서 푸틴의 군사전략이 지닌 연속성과 전통의 계승적인 측면을 논증하였다. 한편 
우준모(2019)는 푸틴주의가 지향하는 외교적 방향성을 국민적 의지결집과 군사강국 건설이
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푸틴주의는 외적으로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하고자 하
는 러시아인들의 염원이 담겨 있으며, 푸틴의 외교정책은 러시아를 세계의 중심국가로 세우
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규명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미지와 관련된 주요 연구를 살펴보겠다. 김성진(2015)은 러시아의 우
크라이나 정책과 유라시아주의(Eurasianism)를 고찰하여 러시아 외교정책의 복합성에 
한 연구 시 다차원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유라시아주의의 정체성과 러
시아 외교정책이 강조해온 멀티벡터(Multi Vector)가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과 지정학적･문화적 유라시아주의는 인접국과 정치적･종교적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지적했다. 장덕준(2018)은 푸틴시기 러시아의 정치체제를 이른
바 ‘푸틴주의’라는 정치적 노선의 특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푸틴주의의 속성을 권위주의
적 통치체제, 유라시아주의 등으로 규정하고 러시아 정치체제를 특징짓는 푸틴주의의 추동
요인으로 초 통령제와 강력한 리더십, 외환경, 정치문화 등을 제시하였다. 윤도원(2021)
은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과 현재까지 진행 중인 돈바스 분쟁에 관한 연구
에서 갈등의 장기화가 존재론적 안보의 관점에서 러시아 정책결정자들의 존재론적 안보 불
안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미지와 관련된 주요 연구를 살펴보면, 김철민(2016)은 동유럽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 해 온 NATO와 러시아 간의 갈등양상을 고찰하였다. NATO는 냉전 이후 보스니아
와 코소보 내전에 개입하여 역외(域外) 활동을 본격화하고 기존 방어전략을 공세전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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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했다. 특히 2010년 11월 리스본 정상회담에서 신전략개념(Deep Engagement and 
Smart Defence)을 채택하여 글로벌 안보기구로 거듭나고자 하는 NATO의 동진정책이 동유럽 
지역에서 영향력 확 를 모색하는 러시아와 충돌을 야기했다고 분석하였다. 연성흠(2021)은 
러시아의 유라시아 강 국 정책과 우크라이나의 친서방정책간 충돌을 2014년 크림반도 사태와 
돈바스 내전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당시 서방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돈바스 내전 
지원을 우크라이나의 영토완결성 및 주권에 한 침해라고 비난했으나, 러시아는 크림반도내 
러시아계 주민들의 민족자결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성흠은 크림반도 사태를 
기점으로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정책과 응을 분석하고 양국 갈등의 
원인과 목표를 규명했다. 마지막으로 주재우(2022)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의 국제질서
를 고찰하였다.

이외에도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15) 기존의 연구들은 푸틴주의와 유
라시아주의의 형성, 러시아 국내정치와 외정책의 변화, 서방세계와의 갈등구조 등을 규명
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의 역사적 기원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토 를 제공해 준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향후 신냉전적 국제질서의 재편을 가속화하고, 전쟁의 패러다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분쟁의 역
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 전개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
을 보다 입체적으로 고찰했다는 점에서 함의를 갖는다.    

Ⅲ.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 분석

1. 첫 번째 이미지 : 인간적 차원의 분석

현실주의 이론의 사상적 토 를 제시했던 홉스(Thomas Hobbes, 1588~1679)는 인간의 

15) 국내 연구자료는 “푸틴주의 정치 리더십의 권위주의적 특성과 전망(강봉구, 2010)”; “러시아 민족주의의 성격과 
푸틴주의의 민족주의적 지향(우평균, 2014)”;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국제관계 변화(박정호, 2016)”; “러시아의 공세
적 대외안보정책과 함의(김경순, 2017)”; “지정학적 중간국 우크라이나의 대외전략적 딜레마(신범식, 2020)”; “러시
아의 신수정주의적 안보전략 모색(이홍섭, 2021)” 등을 참조하였다. 국외 연구자료는 “Advanced Military 
Technology in Russia: Capabilities and Implications(Chatham House, 2019)”; “The Future of the 
Russian Military(RAND Corporation, 2019)”; “Russian Military Modernisation-Challenges Ahead for 
NATO Allies(NATO Parliamentary Assembly, 2020)”; “Ukraine-Background, Conflict with Russia, and 
U.S. Policy(U.S. CRS, October 2021)”; “Economic and Social Impac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War in Ukraine(OECD, March 2022)” 등을 참조하였다. 기타자료로 “Why the Ukraine Crisis Is the West's 
Fault(John Mearsheimer, The Foreign Affairs 기고문, October 2014)"; “Ten Ways The War in Ukraine 
Will Change the World(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Limited, 2022)" 등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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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성 속에는 힘을 향한 욕구, 즉 권력에 한 끊임없는 욕망이 내면화되어 있다고 주장했다.16) 
인간이 지닌 권력욕은 일반적인 성향이며 변치않는 속성이라는 점에서 현실주의 이론의 핵심
적인 가정(假定)임과 동시에 주요 분석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왈츠는 전쟁이 발발하는 과정에
서 인간의 본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인간의 본성 그 자체만으로는 전쟁과 평화에 해 
적절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은 사회･정치체제가 
안고 있는 불완전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말해, 전쟁과 같은 정치적 행위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을 인간의 본성･행위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17) 따라서 왈츠가 
제시한 첫 번째 이미지로서 인간적 차원의 분석은 전쟁의 촉진적 요인이자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근인(近因)을 고찰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직접적으
로 촉발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푸틴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개인적 특성과 역사의식, 정치적 
신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푸틴의 집권 및 통치체제 확립 과정, 2007년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국제안보회의 시 연설내용,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역사성에 관한 논문, 2022
년 2월 21일 우크라이나 침공 4일 전에 행한 국민 연설을 분석하였다.

먼저 푸틴의 집권 및 통치체제 확립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겠다. 푸틴은 1975년 레닌그라
드 학교(現 상트페테르부르크 학교) 법학과를 졸업 후 舊 소비에트 연방(이하 소련)의 
국가보안위원회(KGB)에 소속되어 1991년 소련 붕괴시까지 근무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
진 후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 부시장으로 정계에 입문한 푸틴은 1999년 러
시아 초  통령인 옐친(Boris Yeltsin, 1931~2007)에 의해 총리로 임명되었다. 총리 재
임시절 푸틴은 제2차 체첸전쟁18) 당시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추진한 체첸공화국 반군을 성

16) Hobbes, Thomas. Leviathan: or The Matter, Forme, and Power of a Common-Wealth Ecclesiasticall 
and Civill (New York: 1873 Press, 2016), p. 78. 홉스는 인간이 가진 권력욕을 일반적인 속성으로 간주했으며, 
최고 권력자인 군주는 자신의 통치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적으로는 법치제도를 확립하고, 대외적으로는 전쟁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의 지위에 안심할 수 없는 군주들이 보다 확고한 권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취하는 불가피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홉스는 권력 확립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한 군주들이 또다른 정복활동을 
통해 명예욕을 추구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17) Waltz(2001), p. 42. 

18) 김태연. “체첸에서 폭력의 전개와 그 관계적 요인,” 러시아연구 제28권 2호(2018), pp. 50~62. 체첸전쟁
(Chechen War)은 1991년 舊 소련의 해체 이후 러시아 연방을 구성하는 85개 단위들 중 하나인 체첸공화국
과 러시아 간에 일어난 분쟁이다. 체첸은 러시아와 상이한 민족･언어･종교를 가진 자치공화국으로 1859년 러
시아 제국에 강제 합병된 후 1936년 소련의 자치공화국으로 편입되었다. 1993년 러시아 연방법에 의거 지방공
화국이 된 이후 1994년 두다예프 대통령과 친러시아 계열의 평의회간 내전이 발생하였고, 러시아의 병력파견
으로 1차 체첸전쟁(1994~1996)이 일어났다. 1996년 8월 러시아와 체첸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체첸은 사
실상의 독립국 지위를 획득했다. 1998년 8월 마스하도프 정부가 체첸 안정화 및 국가기능 정상화에 실패하자 
샤밀 바샤예프를 중심으로 회교원리주의를 신봉하는 반군 무장세력이 인접 다게스탄 공화국을 침공하여 이슬
람 국가 수립을 선포하였다. 이에 러시아군이 반군진압을 목적으로 체첸에 대규모 공습을 가함으로써 2차 체첸
전쟁이 발발하였고, 2009년 러시아가 체첸의 반테러 작전의 종결을 선언한 이후 종전되었다. 1999년 9월, 2차 
체첸전쟁의 초기 전개 과정에서 러시아 내부적으로 테러리즘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확산되자 신임 총리였던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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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으로 진압하였고 그 결과 2000년 3월 통령 선거에서 53%의 높은 지지율로 당선되었
다. 2000년 제2  통령으로 취임한 푸틴은 강력한 러시아 건설을 국민들에게 약속했으며, 
2004년 치러진 선거에서 71%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다. 2000~2008년 푸
틴의 1~2기 집권 시기 러시아의 국내총생산은 약 70% 수준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러한 
경제지표는 푸틴의 집권 초기 글로벌 경제상황이 산유국이었던 러시아에 유리하게 전개되었
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시 국제유가는 높은 변동성을 보였으며, 푸틴 통령의 취임 초기 
배럴당 30달러 수준이었던 국제유가는 제2기 집권 후반부에 약 150달러 수준까지 상승했
다. 당시 세계 최 의 산유국이었던 러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수출하여 막
한 외화를 벌어들였고, 이를 통해 침체된 경제를 회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제성장을 동력
으로 푸틴은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러시아군의 현 화 등 강력한 군사력 건설정책을 추
진했다.

2008~2011년까지 푸틴은 통령직의 3선 불가원칙을 명시한 헌법에 따라 전략적으로 
총리직을 수행하였고 2012년 다시 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8년 선거에서
는 역  최고 지지율인 76%를 획득하여 4기 집권에 성공했으며, 2020년 국민투표를 실시
하여 통령직 3회 이상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헌법 개정안마저 통과시켰다. 즉, 헌법 개정 
이전에 수행한 통령직은 임기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영구집권의 길을 열
었다. 이로써 푸틴은 2024년까지 보장된 4기 집권이 종료된 이후에도 2036년 6기 집권까
지 통치가 가능한 종신 통령이 되었다.

다음으로 2000년 집권 이후 NATO의 확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이 주도하는 일극체제에 
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해온 푸틴의 안보관을 2007년 2월 독일에서 개최된 뮌헨 안보회의

(Munich Security Conference) 연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19) 푸틴은 탈냉전 이후 형성
된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Unipolar System)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것은 일극체제
가 자체적인 결함으로 인해 스스로를 파괴하고 나아가 국제체제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는 우려 때문이었다. 따라서 푸틴은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틴은 강력한 대테러작전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러시아 국민들로부터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얻게 되었고, 
2000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수의 지지로 당선되었다.  

19) President of Russia Official Website, “Speech and the Following Discussion at the Munich Confer
ence on Security Policy,” 10 February 2007.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24
034 (검색일: 2002.6.2). 1963년에 창설된 뮌헨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는 글로벌 안보이슈
와 지역적 안보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럽 최대 규모의 연례 국제안보회의이다. 2007년 뮌헨안보회의에서 푸
틴은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에 내재된 문제점을 비판함과 동시에 NATO의 확장과 동진정책이 미국의 패권주의
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푸틴의 연설은 러시아가 향후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적 질서에 정면으
로 도전하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며,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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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일방적･강압적인 방식의 접근법이 
국제사회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새로운 긴장을 유발했다는 점과 과잉 무력사
용이 영구적인 갈등을 형성하고 정치적 해결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
법의 기본 원칙이 갈수록 경시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미국의 법적 규범이 다른 국가들
에게 강요되어 온 것에 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NATO의 확장이 동맹의 현 화나 유럽의 안전보장과는 아무
런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상호 불신을 야기하는 심각한 도발이라는 지적이다. 푸틴은 당시 
미군의 추가적인 병력배치와 러시아 국경지역에 한 NATO의 병력 배치문제를 공개적으
로 언급했다. 또한 1990년 5월 17일 NATO 사무총장의 연설, 즉 “독일 영토 밖에 NATO군
을 배치하지 않음으로써 소련에 확실한 안보를 제공한다”라는 공약이 제 로 지켜지지 않았
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러시아 국경지역에 한 NATO의 군사인프라 확장 필요성과 
그것이 새로운 위협에 응하는 문제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반문하며 미국과 서방의 
NATO 확장정책을 비판했다. 한편 2007년 뮌헨안보회의 이후 우크라이나, 조지아의 
NATO 가입 문제가 부쿠레슈티 정상회담(Bucharest Summit)20)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
었고 이를 계기로 러시아와 NATO의 첨예한 갈등이 시작되었다.  

다음으로 2021년 7월 12일 발표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단일성에 관한 논
문’21)을 통해 푸틴의 역사인식과 現 우크라이나 집권세력에 관한 시각을 간략히 살펴보겠
다. 푸틴은 서두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인이 하나의 민족(One people)이라는 전제 하에, 
고  러시아와 슬라브 민족의 역사적 기원을 고찰했다. 또한 15세기 중반까지 러시아의 동･
서부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였고 정교회를 신봉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17세기 이후부터 1991년 소련의 해체 시까지 장구한 역사적 과정을 조명했다. 특히 1917
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소련이 추진했던 지역화 정책이 우크라이나의 문화와 언어, 정체성
의 발전과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푸틴은 현  우크라이나가 소비에트 시

20) 이수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근원: 나토의 이중 확대에 따른 러시아의 반발,” INSS 전략보고 제165호
(2022. 5월), p. 9. 이 보고서는 2008년 4월에 개최된 부쿠레슈티 NATO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회원가
입 문제가 공개되었고 이것이 러시아와 NATO간 갈등의 변곡점이 되었다고 분석했으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다. “당시 미국은 알바니아･크로아티아･우크라이나･조지아의 NATO 신규 회원가입을 공개적으로 지지
했으나,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의 주요 NATO 회원국들은 이 문제가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 
회원자격 행동계획(Membership Action Plan, MAP)의 비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미국측의 입장에 반대했
다. 결국 NATO는 이들의 회원국 가입을 가입을 거부했고, 다만 최종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에 대한 
회원자격 행동계획의 비준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21) President of Russia Official Website, “On the Historical Unity of Russians and Ukrainians, Article 
by Vladimir Putin,” 12 July 2021.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66181 (검색일: 
20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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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단일 경
제체제로 발전해 왔으며, 상호보완적인 경제적 동반자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한 푸틴은 
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크라이나의 발전에 상당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논문에서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세계적인 과학기술과 산업인
프라를 보유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였지만 오늘날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
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우크라이나 정권의 책임으로 단정지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정치집단이 유럽과 러시아의 사이에 장벽을 세우는, 지정학적으로 
위험한 게임에 이끌려갔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권이 러시아어 교육을 
폐지하고 나치에 협력한 반데라22)를 국가적 영웅으로 추앙하고 있으며 남동부 지역의 분리
주의자들에게 테러리스트라는 오명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2013년 말에 시작된 유로마이단 
혁명(Revolution of Dignity)을 反러시아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신나치
주의자들이 주동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내전의 책임을 키이우 정부에게 지웠다. 한 가지 주
목할 부분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푸틴은 돈바스 
주민들이 우크라이나의 강압 통치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평화협정 체결은 反러시아 프로
젝트와 모순된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논문의 결론에서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국민들을 
反러시아 투쟁에 정치적으로 이용할 경우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4일 전, 러시아 국영TV를 통해 전쟁의 당위성을 제시한 푸
틴의 국민 연설23)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와 서방에 한 적 적 인식, 개전(開戰)의 명분
을 살펴보겠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反러시아 정책과 관련하여 키이우 정부가 서방과의 
관계에서 對러시아 문제를 협상카드로 이용해 왔으며, 서방측에 영합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22) Marples, David R. "Stepan Bandera: The Resurrection of a Ukrainian National Hero." Europe-Asia 
Studies Vol. 58, No. 4(June 2006), pp. 555-566. 반데라(Stepan Andrijowycz Bandera, 1909~1959)는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자로 1901년 오스트리아 제국의 일부였던 스타니슬라비프(Stanyslaviv) 지역에서 태어났
다. 반데라가 성장한 지역은 1919년 서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으로 독립하였지만 이후 폴란드에 귀속되었다. 1929
년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조직(Organisation of Ukrainian Nationalists, 이하 OUN)에 가입한 반데라는 폴란
드 내무장관 암살 등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을 계기로 석방되었으며 이후 
독일로 피신하였다. 1940년 4월, OUN의 지도자로 선출된 반데라는 독･소전쟁 발발 직후인 1941년 6월 30일 우크
라이나 독립을 선포했다. 또한 나치가 유럽의 변화를 주도할 세력이라는 확신하에 독일 당국과 협력을 모색하였으며 
종전 후 독일 뮌헨으로 이주하였고 1959년 소련 KGB 요원에게 암살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반데라의 민족해방운동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나치 부역에 대해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반데라가 우크
라이나의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게 된 요인으로 소련을 적대시하고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헌신한 
점을 제시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반데라의 극우조직이 1950년대에 이미 소련에서 사라졌지만 우크라이나의 
독립 후에도 신나치주의 세력(Neo-Nazi)을 형성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푸틴은 이들이 2013년 유로마이단
(Euromaidan) 사태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탈나치화(Denazification)를 주장해 왔다.   

23) President of Russia Official Website, “Address by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21 
February 2022.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67828 (검색일: 20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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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훼손해 왔다고 주장했다. 역사적 기억을 왜곡하려는 우크라이나의 집권세력이 이른
바 러시아 공포증(Aggressive Russophobia)과 신나치주의(Neo-Nazism)를 조장하며 극
우 민족주의로 급속히 부상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급진적인 민족주의자들과 現 정치세력이 
러시아가 주장하는 2013년 마이단 시위와 2014년 쿠데타를 주도하여 내전을 촉발했으며 
오늘날 우크라이나에 극심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국영TV를 통한 국민 연설에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우크라이나의 反러시아 
정책과 핵개발 의지가 반영된 새로운 군사전략의 위험성, 러시아에 안보위협을 초래한 NATO의 
확장정책을 비난한 점이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집권세력이 러시아의 정체성과 언어, 문화를 
뿌리뽑기 위한 정책들을 법제화하고 있으며, 크림반도에서 서방 정보기관의 조직적인 지원 
하에 극단주의 세력이 러시아 시민들에게 테러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1년 3월 우크라이
나가 발표한 새로운 군사전략이 러시아와의 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관계에 
서방을 개입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외적으로 밝힌 핵개발 
계획이 유럽과 러시아의 안보상황을 크게 위협할 것이며, 러시아는 이러한 실체적 위협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24) 한편 푸틴은 미국과 NATO를 중심으로 한 서방진영이 
1999년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이하 
OSCE) 헌장과 2010년 아스타나 선언(OSCE Astana Declaration)에서 명시한 ‘평등하고 
불가분적인 안보원칙(Principle of equal and indivisible security)’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푸틴은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냉전 종식에 크게 기여했지만, 2021년 12월 미국과 NATO에 
제시한 안보협정 제안이 무시되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안전보장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임을 밝혔다.25)

2. 두 번째 이미지 : 국가적 차원의 분석

왈츠가 제시한 두 번째 이미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요 근인(近因)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분석이다. 첫 번째 이미지인 개인적 차원의 분석과 함께 전쟁의 또 다른 
촉진요인･충분조건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분석은 러시아의 국내구조와 체제적 특징, 전쟁 결심

24) 푸틴은 대국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가 舊 소련 체제하에서 이미 핵기술을 확보했으며 서방 진영의 기술지원으
로 전술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획득할 경우 러시아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5) 장세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분석과 전망: 러시아의 인식, 목표, 전략.” INSS 전략보고 제159호
(2022. 3월), pp. 8~11. 2021년 12월 17일, 미국과 NATO에 제안한 안전보장 협정에서 러시아가 요구한 사
항은 다음과 같다. ① 안보불가분의 원칙에 입각한 근본적인 안보이익 보장, ② 우크라이나와 탈소비에트 국가
들의 NATO 가입 등 추가적인 NATO 확장 금지, ③ 러･NATO 기본조약이 체결된 '97. 5. 27일 이전 상황으로 
군대와 무기 재배치(철수), ④ 중단거리 미사일 등 상호 공격무기 배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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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 추동요인을 고찰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왈츠는 국가의 내부조건이 외정책을 
결정하며 자유주의적 국가행태 중 하나로 구원적 개입주의, 즉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국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분석에서는 
2013년 우크라이나의 유로마이단 혁명이 초래한 러시아의 안보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2014
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이후 지속되어 온 돈바스 분쟁에서 러시아가 내세웠던 명분을 
구원적 개입주의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2003년 오렌지혁명(Orange Revolution)
과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이 러시아의 안보위협으로 인식되는 과정을 짚어보고, 최근 우크라
이나 사태의 근인으로 작용한 국가주의를 살펴보았다. 또한 슬라브 민족주의와 연계되어 있는 
유라시아주의가 공세적 외안보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먼저 2004년 오렌지혁명에서 2013년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이어지는 우크라이나의 민주화 
흐름을 간략히 짚어보겠다. 2004년 11월에 발생한 오렌지혁명은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에서 두 번째로 일어난 색깔혁명(Color Revolution)으로 우크라이
나가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민주화 시민혁명이다. 
오렌지혁명은 2004년 통령 선거에서 여당의 부정선거 의혹을 규탄하며 확산된 군중시위에서 
비롯되었다.26) 역사적･지적학적인 관점에서 우크라이나의 정치지형은 드네프르강(Dnepr 
River)을 중심으로 동부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며 친러성향이 강한 지역인 반면, 서부지역은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며 친서방적인 경향이 강하다. 당시 통령 선거에서는 동부지역을 

표하는 여당 후보자 야누코비치(Viktor Yanukovych) 총리와 서부지역을 표하는 야당 
후보자 유셴코(Viktor Yushchenko)가 팽팽한 접전을 벌였다. 약 10년 동안 실정을 거듭했던 
정부와 여당은 근소한 표차이로 재집권에 성공했지만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들의 
재선거 요구에 직면했다. 당시 오렌지색 물결을 이루며 규모 시위를 이끈 우크라이나인들은 
헌법 개정과 3차례의 재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  

2010년 재출마하여 통령에 당선된 야누코비치는 친러시아계 지도자로 당시 우크라이나
의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EU 가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EU는 우크라이나에 부정부패 척결과 
거시경제의 안정화를 요구하며 가입불가 방침을 밝혔다. 2013년 11월 권위주의적이고 부패한 
정부가 EU와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자 친유럽정책과 민주화를 요구해온 
유로마이단 주도로 규모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었다. 야누코비치 통령은 총리 해임과 야권

26) 강봉구. “우크라이나의 오렌지혁명에서 국제요인과 대외정치적 정체성.”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7집 1호
(2009), pp. 82~11. 이 논문에서는 우크라이나 오렌지혁명이 발생하게 된 국내요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대통령 부정선거 관련 시위의 확산 등이 직접적 원인이었고, 당시 쿠츠마(Leonid Kuchma) 대통령의 장기 권
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과 반대, 지속되는 경제난으로 인한 심리적 박탈감과 불만, 동․서 지역간의 
갈등, 통치 엘리트들의 국가발전 모델 및 전략 등이 간접적인 원인이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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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사면, EU와의 관계 강화 등을 제시하여 야당 지도부와 합의를 이루었지만, 결국 2014년 
2월 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하였다. 야누코비치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실각함과 동시에 
러시아로 망명하였으며, 이후 우크라이나에는 친유럽 성향의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러한 정치
적 혼란 속에서 2014년 3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였고, 이를 계기로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친러주의 세력들의 분리주의 운동이 촉발되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은 우크라이나가 지나치게 친서방･친NATO 정책을 추진
하는 것에 한 러시아의 정치적 반발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러시아는 유로마이단 
혁명이 서방세계의 지원하에 이루어진 쿠데타라고 간주했으며 향후 크림반도 지역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우
려했다.27) 또한 흑해 함 의 주둔기지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하에 러시아는 크림
반도에 군 를 주둔시키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크림반도를 러시아 연방에 편입시켰다. 이
후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에서 분리주의 무장세력을 지원하였고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공
화국 설립을 선포하며 지배권을 확 해 나갔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내전을 지속하며 통제
권을 회복한 후 제1･2차 민스크 평화협정(Minsk Protocol)28)을 체결했지만 이것은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 합의였다. 2015년 이후 분쟁의 강도는 감소했지만 산발적인 교전이 지속
되는 가운데 2020년 7월 휴전상태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2021년 3월 이후 러시아는 우크
라이나 접경지역으로 병력을 집결시키기 시작했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폐막한 이
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27)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Ukraine: Background, Conflict with Russia, and U.S. 
Policy.” Updated 5 October 2021, pp. 14~16. 당시 러시아는 지상군과 전투기 편대를 포함하여 30,000
명 이상의 병력을 크림반도에 주둔시켰고 세바스토폴(Sevastopol)의 의 흑해 함대 규모를 증강시켰다. 크림반
도 강제합병에 대해 국제사회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으며 러시아를 상대로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 보
장, 무력의 사용과 위협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유엔 총회(United Nation General Assembly)는 2014
년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의 영토보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방침을 확인하고 러시아의 크림반도 임시점
령(Temporary Occupation)을 규탄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해 왔다. 특히 2020년 결의안에서는 크림반도 합
병에 대한 불승인(Nonrecognition of its annexation)을 재확인하였다(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A/RES/75/29, 7 December 2020; and A/RES/75/192, 16 December 2020. 참조).  

28) 온대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의 신안보질서.” EU연구 제40호(2015), pp. 48~51. 제1차 민스크 평화
협정은 2014년 9월 5일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주재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도네츠크, 루간스크 대표 간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12개 조항을 근간으로 5개 항의 후속협약서가 추가로 체결되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지원으로 
친러 반군세력의 군사활동이 증가하고 교전이 확대되자 독일의 메르켈 총리 주도로 3자 접촉그룹간 협상이 개
시되었고 2015년 2월 12일 2차 민스크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주요내용은 협정체결 이후 14일 이내에 교전 
중지, 상대방 사정권 밖(140km)으로 포병과 로켓무기 등 구경 100mm 이상의 중화기 철수, OSCE의 감시하
에 모든 외국군의 철수, 2015년 말까지 지방선거와 포괄적․정치적 타결 완료, 이후 우크라이나-러시아간 국경 
재조정,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의 분권화와 특별지위를 명시한 우크라이나 헌법의 개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2차 
민스크 평화협정이 크림반도에 대한 합의사항을 결여하고 있으며 EU-우크라이나 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러
시아의 우려 해소방안을 포함하는 등 상당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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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옐친 정권의 통치방식과 뚜렷하게 조를 이루는 푸틴시 의 정치체제이자 신권
위주의29)와 맥이 닿아있는 러시아 국가주의 또는 푸틴주의에 해 간략히 살펴보겠다. 푸틴
주의30)는 특별한 이념이나 사상을 의미하지 않으며, 탈냉전 이후 쇠락한 강 국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을 결집시키고 국가주도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 러시아의 정치
적 노선이다. 국가주의는 지도자 푸틴 개인의 정치적 특성과 신권위주의적인 체제 성격이 
결합되어 푸틴주의라는 용어로 개념화되었다. 푸틴 집권기에 러시아가 강력한 국가주의 노
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 2014년 크림반도 강제합병을 계
기로 형성된 反서방주의 정서가 짙게 깔려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러시아는 2004년 오렌지
혁명으로 촉발된 민주화 운동의 배후에 미국과 서방세계가 깊숙이 개입해왔다고 인식했다. 
특히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강화되면서 립주의 노선을 강
력히 추진하기 시작했다. 즉,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신 국가안보를 확립하
기 위해 공적영역의 통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내･외적으로는 민족주의와 국가자본주의, 공
세적 외정책을 추진했다.31) 

푸틴주의를 뒷받침하고 있는 두 개의 축은 이중적 통치구조와 국영기업이다. 먼저 정치적 
지지기반인 이중적 통치구조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초로 하되 푸틴 중심의 정치체
제를 구축하여 국가의 통치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푸틴은 옐친 집권기에 약화된  통치구
조를 쇄신하기 위해 크렘린궁을 정부 내각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시켰다. 다시 말해, 2개의 
행정부와 같은 이중적 통치 구조로 변화시킴으로써 의회의 견제와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29) 신권위주의는 독재체제의 역사적 변화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19세기 이전의 고전적 독재체제는 20세기 
이후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전체주의 또는 파시즘 형태의 권위주의적 독재체제로 변화했다. 또한 탈냉
전 이후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제도적 형식을 갖춘 토대위에 권위주의 통치체제가 결합된 신권위주의라
는 개념으로 발전했으며 대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제제가 이에 해당한다.

30) 강봉구. “푸틴주의 정치 리더십의 권위주의적 특성과 전망.” 국제지역연구 제14권 2호(2010. 7. 30), pp. 
3~30. 이 논문에서는 푸틴주의를 비민주적 리더십의 한 유형으로서 권위주의적 정치 리더십으로 규정하였고 
푸틴주의 정치 리더십의 형성 환경과 특성을 고찰하였다.; 우평균, “러시아민족주의의 성격과 푸틴주의의 민족
주의적 지향,” 슬라브학보 제29권 3호(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2014. 9. 30), pp.115~152. 이 논문에서
는 푸틴주의를 이념으로 보기 힘든 실용적 정책 추구 위주의 언명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러시아 민족주의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푸틴주의의 성격과 내용을 고찰하였다.; 장덕준. “푸틴시기 러시아의 정치체제: 푸틴주의의 특
성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42권 3호(2018 가을), pp. 243~286. 이 논문에서는 푸틴 통치시기 러시아의 
정치체제를 하이브리드 체제이면서 동시에 러시아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는 푸틴주의로 규정하였고 푸틴주의
의 속성과 추동요인을 고찰하였다. 

31)  강봉구. “러시아의 국가주의와 대외정책.” 중소연구 제43권 3호(2019), pp. 154~155. 이 논문에서는 국가
주의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국가주의는 사회, 정치,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중심축으로서 국가의 능
력을 견지하고 증대하려는 경향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 국가주의는 국가의 통제력을 공고화시키려는 것으로 
강력한 민족주의 개념을 동반한다.” 또한 국가주의를 추동하는 핵심요인은 ‘국가안보에 대한 외부위협의 존재 
혹은 인식’이며, 舊 소련 영토를 포함하여 미국과 유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사력 확장정책이 러시아로 하여금 
안보위협을 고조시키고 국가주의를 부추겼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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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이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직이 국영기업이다. 
러시아의 국영기업들은 부분 원자재 수출을 주력산업으로 삼고 있으며 푸틴의 집권 이후 
국영기업이 국가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즉, 국영기업은 
민간자본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전략산업에 한 국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러시아식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핵심자산으로 활용되었다.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침공과 연계된 러시아 팽창주의의 지정학적 배경으로 볼 수 있는 유라
시아주의에 해 살펴보겠다. 러시아의 민족주의 철학자인 두긴(Alexandr Dugin)은 지정학
(Geopolitics)을 ‘권력집단의 세계관’으로 정의하고, 동맹의 체결과 전쟁개시, 사회개혁 등 
지도자의 운명적 의사결정 시 고려사항을 담고 있는 통치의 학문으로 규정했다.32) 또한 지정학
적 방법론은 국가이익과 연계되어 국내･외 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지정학을 통해 특정 국가의 

외정책 목적을 유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NATO의 동진정책을 해양세력의 
확장정책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긴은 러시아가 당면한 지정학적인 전략 과제로서 
‘과거 상실한 영토의 회복’, ‘동유럽국가들과의 동맹관계를 복원하는 제국의 건설’을 제시했다. 
두긴은 러시아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유라시아주의와 연계하여 구체화했다.33) 

<표 2> 푸틴주의의 체제적 특징

32) 알렉산드르 두긴. 이원복 옮김. 러시아의 지정학적 미래(서울: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0). pp. 
5~20. 신유라시아주의를 대표하는 정치철학자 두긴은 지정학의 법칙을 육지세와 해양세의 대립으로 설명했
다. 이러한 이원론적 대립성은 카르타고･아테네의 교역문명과 로마･스파르타의 군사권력형 문명의 대립, 민주
주의(Democracy)와 이념주의(Ideocracy)간 대립으로 귀착된다고 보았다. 두긴은 세계의 지정학적 특징을 역
사의 지리적 축인 내륙공간(Heartland)과 연안지역(Rimland)으로 구분하였고, 냉전시기 육지세를 대변하는 
소련과 해양세를 대변하는 미국이 팽팽한 균형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33) Ibid, pp. 28~31, 47~57, 두긴은 러시아 민족의 존재의미와 역사적 사명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러시아민
족은 유라시아 북동부지역을 통제할 책임이 있다. 또한 러시아의 보편주의는 근본적으로 서방문명의 보편주의
와 극단적으로 구별되며, 문명적 주체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러시아 민족의 전략적 이익은 反서방적이어야 한
다. 러시아의 팽창주의는 문명적 사명이며, 다양한 문화적 실체들을 제국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통
의 분모이다. 또한 러시아민족은 제국의 민족이며 러시아의 팽창은 문명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지, 식민
지를 겨냥한 실용주의적 추구나 생존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진부한 투쟁이 아니었다. 러시아인들은 유라시아 대
륙의 거대한 영토를 통합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이러한 지정학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영토
확장을 펼쳐왔다.” 

구   분 푸틴주의의  주요특징

리더십 / 이념
∙ 1인 지배의 통치체제 

∙ 애국주의, 민족주의 등 비교적 일관성 있는 국가이념

정당체계 및 정치제도
∙ 복수정당 체제의 유지, 정당간 경쟁을 제도적으로 허용

∙ 통치자에 종속된 권력당이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패권적 정당체계

지배엘리트 ∙ 금융･산업부문, 실로비키* 그룹 및 민간전문가 그룹 이익의 연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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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장덕준, pp.251~252.  

* 실로비키(Siloviki) : 푸틴 정권을 뒷받침하는 군･정보기관, 군사복합체 등의 권력실세 

두긴은 소련 체제의 붕괴 요인에 한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유라시아 제국의 건설 방
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34) 러시아는 단순한 지역열강이나 민족국가에 머물러서는 안되
며 새로운 제국을 즉시 건설하되 역사상 여러 제국들을 파멸로 이끈 원인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정학적･ 이데올로기적 틀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 민족주의에 
내재된 小아시아적 성향, 즉 러시아의 위상을 민족국가로 축소시키고자 하는 관념을 탈피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긴은 러시아의 지정학적 미래를 논하면서 새로운 러시아 제국이 이
전의 소련 체제를 전략적･공간적으로 능가해야 하며, 결론적으로 유라시아적이고 륙적이
며 궁극적으로 세계적인 제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러시아가 제국건설을 포
기하고 다른 길을 선택할 경우 신흥 열강들이 륙적 사명을 맡게 될 것이고, 러시아의 영토
는 그들의 전략적 목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긴은 중국이 카자흐스탄(Kazakhstan)
과 동부 시베리아(Siberia)로 모험적인 확장을 꾀하거나, 유럽중부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를 포함하여 러시아 서부로 진출하는 지정학적 상황을 가정했다. 따라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강력한 군사력과 패권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결과적으로 공세적 외
안보정책의 토 를 제공했다.  

이상으로 왈츠가 제시한 두 번째 이미지, 즉 국가적 차원에서 전쟁의 원인을 고찰하였다. 
왈츠는 다양한 국제정치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간 본성 이외에 국가내부
의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국가의 정치･경제적인 구조가 군사력의 형태와 
사용방식을 결정짓고, 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외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푸틴의 집권 이후 동구권 국가들의 민주화 확산 움직임과 서방세계의 지원을 중

34) Ibid, pp. 64~79, 134~144. 두긴은 새로운 제국의 지정학적 기반에 깔려있는 기본원칙과 안보환경의 변화, 
군사력 건설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대서양주의를 부정하고 미국에 의한 전략적 통제를 반대하며, 자유
시장경제의 가치 지배를 배척하는 것이 공동의 문명적 기반이자 요구이다.”, “군사적 차원에서 러시아가 직면하
고 있는 가상의 적은 더 이상 미국과 NATO 국가들에 한정되지 않으며, 러시아의 인접 국가들을 포함하여 러시
아 연방 내부의 분리주의를 추구할 수 있는 여러 지역들로 확대되고 있다.”, “위대한 러시아에 필요한 군대는 우
주무기, 대서양 세력과의 잠재적 갈등을 겨냥한 핵무기와 운반체,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강력한 해군력이다.”  
     

구   분 푸틴주의의  주요특징

경제
∙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시장경제

∙ 핵심 경제영역은 통치자 및 실로비키의 영향권 아래에 있음

대외정책
∙ 통치 엘리트 그룹이 대외정책을 정당성 강화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

∙ 서구의 발전방향과 대비되는 발전경로 제시(유라시아 통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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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협요인으로 인식했으며, 이러한 反서방주의 노선과 연계하여 신권위주의적 통치체제인 
국가주의를 강화했다. 이른바 푸틴주의는 러시아의 팽창정책을 정당화해주는 유라시아주의
와 결합하여 민족주의, 애국주의적 이념을 강화하고 ‘강한 러시아 건설’의 정치적 추진동력
이 되었다. 특히 푸틴주의는 서방세계와의 갈등적 구조 속에서 강력한 군사력 건설과 공세
적 외정책을 추동하는 요인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어졌다고 판단된다.  

3. 세 번째 이미지 : 국제체제적 차원의 분석

왈츠가 제시한 세 번째 이미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遠因)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체제적 차원의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전쟁의 허용적 요인이자 필요조건으로서 
미국과 서방세계를 중심으로 한 NATO의 동진 및 확장정책이 러시아의 안보위협을 가중시
켰다는 관점에서 국제체제의 구조적 요인을 고찰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왈츠는 국
가별 정책이 상호 연관되어 있지만 일반적 차원에서 완전한 정당성을 갖지 못하고, 단지 제
한된 수준에서만 타당성을 갖기 때문에 무정부적 국제체제에서 전쟁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
다는 점을 지적했다.35) 이러한 견지에서 국제체제적 분석에서는 러시아의 군사적 모험주의
를 야기한 서방세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살펴보고, 탈냉전 이후 NATO의 확장이 러시아의 
위협인식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허용적 요인으로
서 유럽 안보지형에 내재된 서방진영의 전략적 균열과 NATO 확장을 둘러싼 갈등구조를 
짚어보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둘러싼 주요 논쟁을 분석하였다. 

먼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불러온 국제체제의 허용적 요인으로서 유럽의 공동 안
보질서에 내재된 구조적 취약성을 살펴보겠다. 본 연구에서는 서방세계의 對러시아 공동전
선에서 보여지는 2가지 전략적 빈틈으로 정치적 통합의 한계와 경제적으로 심화되어 온 유
럽의 에너지 의존성을 고찰하였다. 먼저 정치적 구조의 취약성에 해 살펴보면, 미국과 유
럽을 중심으로 한 서방진영은 국가별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복잡한 정치지형으로 
인해 전략적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 이 같은 정치적 통합의 한계는 미국과 유럽, EU와 
NATO의 개별국가 간 관계에서 비롯된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유럽안보의 중
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NATO와 EU의 회원가입국들이 상이하고 탈냉전 이후 다수의 동유
럽 국가들이 유입된 상황에서 국가간 관계설정 및 협력의 수준을 조율하는 데에는 많은 제
약이 수반되었다. 특히 EU의 경우 안보･방위정책 관련 국가 간 협력을 모색하는데 많은 제

35) Waltz(2001), pp. 1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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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항이 노정되어 왔다.36) 따라서 미국과 유럽의 전략적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에서는 서방
진영의 통합된 의사결정과 공동 응에 큰 어려움이 발생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합병 시 미국과 유럽이 강력한 제재조치를 부과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응했던 것은 
이러한 서방진영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표적인 사례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기 ‘아시아 회귀정책(Pivot to Asia)’은 유럽안보에 불확실성을 가져왔
고,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서양 안보협력을 거래적 동맹으로 
추락시켰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과의 동맹관계에서 국익중심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
을 추진했다.37) 그 결과 미국은 안보를 무임승차하고 에너지는 러시아에 의존하는 유럽국가
들의 이중성을 강력히 비판하며 NATO 회원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다. 당시 
미국은 독일에 GDP 비 2% 수준으로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지만 독일은 여러 가지 제한사
항을 이유로 방위비 인상을 검토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국가들 사이에 형성된 
안보지형의 변화를 서방진영의 전략적 빈틈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유럽연합의 국가간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전략적 균열을 확 시키기 위
한 외정책을 추진해왔으며, 회색지  분쟁38)과 하이브리드전 등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는 러시아의 전쟁수행 개념이다. 

다음으로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러시아산 에너지에 한 수입의존도가 심화되어온 점도 

36) 김계동. “유럽의 외교안보정책 협력: 자율성과 정체성의 모색과 한계.” 국방정책연구 제27권 2호(2011), p. 
178. 이 논문에서는 유럽연합이 국가간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직면했던 안보․방위정책 분야의 문제
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① 안보와 방위가 국가주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② 회원국마다 다른 수준
의 안보와 방위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③ 회원국마다 무력사용의 적극성 여부가 매우 다르고, ④ 회원국마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안보/방위기구에 대한 공약 정도와 참여 태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 ⑤ NATO에 가입하지 않
은 EU 국가들의 문제와 EU 회원국들 중에서도 유럽이 미국과 어느 정도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하느냐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도 문제이다.”

37) 한승완.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논의와 시사점.” INSS 연구보고서 2021-20호(2021), p. 18. 트럼프 행정부 
시기 대서양동맹은 안보적 측면에서 거래적 관계로 환원되었다. 트럼프는 NATO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의 공
정한 배분을 강조하며 2014년 합의된 바와 같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국방비를 인상하라고 압
박하였다. 만약 동맹국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NATO를 탈퇴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NATO의 
예산에서 미국의 기여도를 22%에서 16%로 축소한다는 합의를 관철시켰다.

38) Pettyjohn, Stacie L. and Wasser, Becca. “Competing in the Gray Zone: Russian Tactics and Western 
Responses.” RAND Corporation(2019), pp. 3, 22. 이 보고서는 2014년 크림 반도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벌어진 러시아의 공세를 냉전시대의 전쟁양상과는 다른 도전으로 규정했다. 또한 재래식 전쟁방식을 벗어난 러시아의 
전쟁수행 개념으로 ‘회색지대 분쟁(Gray zone conflict)’을 포함하여,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 ‘비선형전
(Nonlinear warfare)’, ‘모호한 전쟁(Ambiguous warfare)’, ‘간접적 행동(Indirect action)’, ‘비대칭 및 정치전
(Asymmetric and Political warfare)’ 등을 제시했다. 특히 회색지대 전술의 정의와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주로 국내 또는 국제 여론을 대상으로 하며 전면적인 전쟁을 유발하지 않고 수정주의 국가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애매한 정치, 경제, 정보 또는 군사적 행동으로 정의한다. 회색지대 전술의 유형은 선전(Propaganda), 
허위정보(Disinformation), 시위조직(Organize protests), 선거개입(Interfere in elections), 폭동유발(Incite 
riots)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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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안보 자율성을 제약해온 주요 요인이 되었다. 최근까지 EU는 천연가스 수요의 90%
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가스소비량의 약 40%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러시
아산 석유 수입량은 27%, 석탄 수입량은 46%를 차지하여 對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수준이다. EU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한 가
운데 對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소 책을 마련했다.39) 러시아가 유럽국가들을 상으로 에
너지 무기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EU는 고강도 에너지 자립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
했다.40)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해 러시아가 유럽국가들을 상으로 에너지 무기화를 시
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EU는 고강도 에너지 자립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중국과 인도 등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할 경우 
서방의 경제제재와 유럽의 에너지 수입 감소 조치를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
다. 오히려 전쟁 장기화시 EU 회원국 중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경제제재 열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유럽의 높은 에너지 의존도가 서방의 전략적 연 를 분열시키는 약한 고리로 인식할 수 있
다는 것이다. 

한편 독일은 메르켈(Angela Merkel) 前 총리의 집권기에 탈원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하면서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을 강화했다. 러시아에 한 유럽의 에너지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는 미국의 반 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수입을 확 하고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천연가스관(Nord Stream)을 설치했다. 메르켈 총리는 러시아와 정치적 
협력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경제적인 유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지
만41)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의 에너지 안보 취약성이 표면화된 셈이다. 이 같은 구조

39)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REPowerEU: Joint European action for more affordable, secure 
and sustainable energy.” 8 March 2022. pp. 1~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새로운 
지정학적 위협과 에너지 시장의 현실을 감안하여 유럽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
기 위한 행동계획인 REPowerEU의 입법문서(Communication)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러시아산 에너지 의
존 감축을 위해 2030년 이전까지 단계적으로 러시아산 화석연료의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非러
시아 공급업체로부터 천연가스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바이오메탄 및 재생가능한 수소의 개발 
촉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40)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REPowerEU: Joint European action for more affordable, secure 
and sustainable energy.” 8 March 2022. pp. 1~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새로운 
지정학적 위협과 에너지 시장의 현실을 감안하여 유럽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
기 위한 행동계획인 REPowerEU의 입법문서(Communication)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 
감축을 위해 2030년 이전까지 단계적으로 러시아산 화석연료의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非러시
아 공급업체로부터 천연가스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바이오메탄 및 재생가능한 수소의 개발 
촉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41) The Guardian, “No regrets over handling of Vladimir Putin, says Angela Merkel,” 7 June 2022.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2/jun/07/no-regrets-over-handling-of-vladimir-put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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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취약성이 유럽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전쟁의 출구전략에 한 유럽국가들의 
상반된 입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영국과 폴란드 등은 러시아의 완전한 패퇴를 주장하고 있
으나, 독일과 프랑스는 러시아를 완전히 패배시키는 것은 불가능함과 동시에 유럽의 안보를 
달성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헝가
리, 체코 등 에너지안보에 취약한 일부 동유럽국가들은 러시아 경제제재에서 이탈할 가능성
이 있다.

<그림 1> EU의 에너지 수입현황(2019년 상반기)

출처: European Parliament, “Energy security in the EU’s external policy.”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March 2020, p. 5.

다음으로 탈냉전 이후 공산권 붕괴와 유럽 안보의 변화 속에서 NATO의 확 정책 추진 
과정을 짚어보고, 서방의 동진정책이 러시아의 위협인식에 미친 영향과 갈등양상을 살펴보
겠다. 앞서 첫 번째 이미지 분석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 전 국민 
연설에서 NATO의 확장정책이 러시아의 안보위협을 초래한 요인이라고 명확히 지적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탈냉전 이후 NATO 확장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러시아-우크라이
나 전쟁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NATO의 
동진을 막고 우크라이나를 서방과 러시아의 완충지 로 중립화하기 위해 개시한 전쟁이 중
립국 핀란드와 스웨덴의 NATO 가입을 촉발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개전 초기 러시아의 예상과 달리 NATO의 결집과 확장이라고 하는 새로
운 결과를 낳았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에 한 군사지원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웨덴과 핀란드의 NATO 가입결정으로 서방의 對러시아 연합전선은 보다 강화
될 전망이다. 핀란드의 NATO 가입 시 러시아와 NATO의 경계선은 1,300km가 신장되기 

ays-angela-merkel(검색일: 202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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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탈냉전 이후 본격화된 NATO의 동진과 확장은 전통적으로 동유럽 지역을 ‘전략적 이해의 

영역(Strategic interest sphere)’ 또는 ‘완충지 (Buffer zone)’로 인식해온 러시아에게 심
각한 위협을 안겨주었다.42) 1949년 12개국으로 출범한 NATO는 냉전기와 탈냉전기를 거
치며 7차례에 걸쳐 18개국이 회원국으로 추가 가입하였다.43) 탈냉전 초기 NATO의 확장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NATO의 완충지 로 남게 되는 문제와 자칫 
비핵화가 무산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에 따라 동유럽 국가의 NATO 가입은 좌절되었다. 
하지만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 보스니아 내전과 제1차 체첸전쟁 등 유럽의 안보불안이 고조
되면서 서방세계는 NATO의 동진정책을 추진하게 되었고 회원국의 의무와 책임부담이 가
능한 국가에 해 개방정책(Open Door Policy)을 취했다. 특히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
후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자 NATO는 <그림 2>와 같이 동유럽 지역에 한 군사력
을 강화했다.

탈냉전기 NATO의 확  정책을 주도했던 미국의 클린턴 前 통령은 유럽지역에서의 
NATO 확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푸틴의 변명일 뿐이며, 실제적
으로는 러시아의 권위주의적 독재체재가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했
다고 주장했다.44)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국은 탈냉전기 러시아가 팽창주의, 제국주의로 회

42) 김철민. “동유럽을 향한 NATO 동진 정책과 러시아: 현황과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동유럽발칸연구 제40권 
5호(2016), pp. 92~93. 이 논문에서는 푸틴의 집권 이후 강한 러시아를 건설하고자 하는 공세적 대외정책이 
EU와 NATO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서방진영과의 부정적 긴장관계 확대 및 재생산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특
히 푸틴이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3대 이해관계 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① NATO와 EU의 
동진정책을 억제하기 위한 마지막 교두보 및 저지선으로서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② 러시아의 서진정책을 보
장하기 위한 완충지대로서 발틱 3국과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 ③ 러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새로
운 에너지 보급선 구축에 필요한 흑해 연안과 발칸반도(남진정책을 통한 유럽과 아시아의 교두보 확보).” 또한 
EU, NATO를 중심으로 한 서방진영과 러시아의 안보적 갈등이 2010년을 기점으로 본격화했다고 평가하며 주
요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당시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을 통해 국력을 회복해가는 상황에서 2010년 11
월 NATO 정상회의간 회원국 확대, EU와의 관계 강화를 골자로 한 신전략개념이 도출되었고, 특히 미국과 
NATO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동유럽에 미사일방어시스템(MD)을 구축하기로 상호 합의를 했다.”  

43) NATO 추가 가입현황은 다음과 같다. 1952년(그리스, 터키), 1955년(독일-서독), 1982년(스페인), 1999년(체
코, 폴란드, 헝가리), 2004년(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
아), 2009년(알바니아, 크로아티아), 2017년(몬테네그로), 2020년(북마케도니아). 현재 NATO 회원국은 30개
국이며 추가로 가입을 추진중이거나 희망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 우크라이나, 조지아 등 6개국이다.  

44) Bill Clinton, “I Tried to Put Russia on Another Path,” Article of The Atlantic, 7 April 2022. 미국은 
당시 러시아의 대통령이었던 옐친 이후에 어떠한 독재자가 출현하여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제국주의 국가로 변
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NATO 확대정책을 추진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당시 미국이 러시아의 옐친 정권
을 정치적으로 압박하지 않았고 1993년 16억불을 지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발트3국에 주둔한 소련군
이 러시아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소련의 연방국가들이 보유했던 핵무기를 폐기
하는 것을 지원하는 목적이었다. 또한 미국은 러시아에도 NATO 가입의 문호를 개방해 러시아를 고립과 압박
으로부터 해방하고 국제사회로 이끌어 개혁개방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과 NATO의 확장정책이 유럽의 안
보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근거로 클린턴 집권기인 1994년 폴란드, 체코, 헝가리가 NATO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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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할 수 있다는 잠재적 우려 속에서 NATO의 확장정책을 추진했다. 그 핵심내용은 동유럽 
지역의 위성국가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조지아 등 과거 소련의 연방국가들까지 NATO
에 가입시키겠다는 정책이었다. 

<그림 2> 유럽 동부지역에 대한 NATO의 군사력 증강 현황

출처: NATO Website, “NATO's Eastern Flank: Stronger Defence and Deterrence Map(21 March 2022),” 

https://www.nato.int/nato_static_fl2014/assets/pdf/2022/ 3/pdf/2203-map-det-def-east.pdf (검색일: 

2022.6.10).

마지막으로 NATO의 확장 및 동진정책이 야기한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을 간략히 살펴보
겠다. 전술한 바와 같이 러시아가 NATO의 확장정책을 비판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의 합법성
으로 주장하는 명분은 ‘평등하고 불가분적인 안보원칙’이다. 1975년 헬싱키 협정에서 합의
된 이 원칙은 ‘다른 주권 국가의 안보를 희생해서 자국의 안보를 추구하면 안된다는 합의’를 
담고 있다. 1999년 이스탄불 OSCE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유럽안보헌장(Charter for 
European Security)에는 안보모델의 기본원칙으로 ‘안보의 포괄성, 협력성과 함께 불가분

입함으로써 GDP가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https://www.theatlantic.com/ideas/archive/20
22/04/ bill-clinton-nato-expansion-ukraine/629499/(검색일: 202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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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명시했다.45) NATO와 러시아는 1997년 ‘상호관계․협력․안보에 관한 기본조약
(Founding Act)’을 체결하였고, 2002년 NATO-러시아 이사회를 창설하는 등 안보위협에 

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상호 노력했다.46) 하지만 2003년 이후 미국의 이라크전 수행, 
주변국가들의 색깔혁명과 서방세계의 지원, 2010년 이후 본격화된 동유럽 지역의 MD 배치
와 NATO의 동진정책은 러시아의 안보위협을 증 시켰다.47) 이러한 인식 변화가 서방과의 
갈등 속에서 공세적 외정책을 추동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2014년 크림반도 강제합병과 돈
바스 분쟁, 2015년 시리아전 개입으로 이어졌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과 사태의 책임을 둘러싸고 미국을 중심으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공격적 현실주의를 주창한 미어셰이머(John J. Mearsheimer)는 이번 우크
라이나 사태의 책임이 미국과 러시아 양측에게 있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1차적인 책임은 미
국의 NATO 확장정책에 있다고 평가했다.48) 미국의 정책이 전쟁의 명분을 둘러싼 푸틴의 
주장과 같이 러시아의 안보이익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한편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소련
과 동유럽 문제 담당 선임국장을 역임했던 라이스(Condoleezza Rice) 前 국무장관은 이와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이번 전쟁은 푸틴의 주장처럼 NATO 확장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
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러시아 주변국가들의 민주화 확산이 권위주의 독재체제에 미치는 부
정적 영향과 그로 인한 위기의식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이다.49) 즉, 러시아 주변국들
의 민주화 바람이 러시아 내부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한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시각을 

45) 외교부. 2020 OSCE 개황(서울: 외교부 국제안보과, 2020). p. 25.

46) NATO-Russia Council, “Founding Act on Mutual Relations, Cooperation and Security Between NATO 
and The Russian Federation,” 27 May 1997. https://www.nato.int/nrc-website/media/59451/199
7_nato_russia_founding_act.pdf(검색일: 2022.6.12).

47) 김경순. “러시아의 공세적 대외안보정책과 함의.” 민족연구 제70호(2017), pp. 97~100. 이 논문에 따르면 
2003년 이라크전은 러시아에게 다음과 같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라크전은 주권 존중, 독립 및 영토
보존을 위한 국제법 준수 원칙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러시아가 강대국의 무력 앞에서 안보위
협의 변화 필요성과 동시에 러시아가 강대국 지위를 강구하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48) Isaac Chotiner, “Why John Mearsheimer Blames the U.S. for the Crisis in Ukraine,” Article of The 
Newyorker, 1 March 2022. https://www.newyorker.com/news/q-and-a/why-john-mearsheimer-
blames- the-us-for-the-crisis-in-ukraine (검색일: 2022.6.12).

49) C-SPAN, “Condoleezza Rice and Michael McFaul on Sustaining Global Democracy,” 18 April 
2022. 미국 몬타나 대학 맨스필드 연구소에서 개최한 연례토론회(Annual Mansfield Lecture: Fostering 
Freedom At Home & Abroad)에서 라이스 前 국무장관은 과거 소련연방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민주화가 급
속도로 확산하면서 러시아가 민주국가들로부터 포위되고 고립되는 것을 푸틴이 두려워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주변국가들의 민주화가 러시아 내부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NATO의 확대를 명분으로 우크라이
나를 침략했다고 분석했다. 푸틴은 러시아 주변국들이 민주화되기 전에 NATO의 확대가 러시아 안보의 직접적
인 위협이라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고 푸틴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안보이슈가 아니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https://www.c-span.org/video/?519512-1/condoleezza-rice-michael-mcfaul-sustaining- 
global-democracy (검색일: 202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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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했다. 이상으로 왈츠가 제시한 3가지 이미지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원
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3가지 분석층위로 
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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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및 함의

본 연구에서는 향후 글로벌 안보환경과 국제질서의 재편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
상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왈츠가 제시한 3가지 이미지를 중심으로 고찰하
였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심한 
푸틴의 전략적 목표는 크게 3가지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단기결전 후 우크라이나
에 친러시아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둘째, NATO의 동유럽 확 가 가속화하는 상황 속에
서 전략적 완충지 인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중립화와 유럽에서의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려
는 의도이다. 셋째, 러시아 본토에서 크림반도로 연하는 남부 회랑 확보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군사적 모험주의와 관련하여 미국의 Washington 
Post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승리하는 전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과거 6.25전쟁의 
교훈을 상기한다면 엄청난 역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50)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전쟁으로 서방세계를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러시아, 중국을 중심
으로 한 권위주의 진영간 경계선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
를 중심으로 유럽국가들의 對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탈피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
다. 전술한 바와 같이 EU는 러시아 경제제제와 함께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립화 책
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지역난방을 활용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유럽 국가들은 아프리카산 에너지 및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

 등을 통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감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러시아의 침공에 맞
서 항전을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으로의 본격적인 편입을 위해 EU 가입에 

50) Gregory Mitrovich, “Putin could learn a lesson from Stalin’s reckless miscalculation over Korea: 
An invasion of Ukraine might seem like a winning strategy, but it could produce massive 
blowback,” The Washington Post(25 January 2022). 6.25 전쟁은 북한과 소련이 예측했던 시나리오와 다
르게 전개되었다. 개전초기 미국은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제8군의 예하부대를 투입했고, 북한의 진격을 늦추기 
위해 대규모 전략폭격을 명령했다. 당시 한국전쟁은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대규모 
군사동원과 수십 년 동안 지속된 핵 군비 경쟁, 그리고 냉전기에는 분쟁의 영구적 군사화를 초래했다. 한국전쟁
이 발발하자 미국은 GDP의 15% 이상 국방예산을 증가시켰고, 핵무기의 급속한 비축과 더불어 수십 만 명의 
미군을 유럽에 배치했다. 이것이 바로 한국전쟁의 교훈이며, 러시아가 ‘기정사실화’를 시도하는 것은 위험한 작
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러시아의 대규모 무력침공은 서방진영의 전략적 반발을 야기하여 NATO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등 동유럽의 안보공약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전쟁이 유럽내 미군의 영
구주둔과 핵군비 경쟁으로 이어졌던 사례처럼, 푸틴의 도박은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안보를 약화시키고 NATO
의 확대와 재무장,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경제적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ttps://www.washingtonpost.com/outlook/2022/01/25/putin-could-learn-lesson-stalins-reckless-miscalculation- 

over-korea/ (검색일: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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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EU 가입 노력을 지속해온 우크라이나는 회원가입을 
위한 법적 제도정비 등을 추진해 왔으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비자면제 협정도 발효
된 상태이다. 글로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권위있는 분석기관인 영국의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이번 전쟁이 국제질서의 재편성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
했다. 특히 러시아-서방간 정치적인 관계의 파열이 향후 지정학적인 국제질서와 힘의 균형
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5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의 안보지형을 새롭게 재편함과 동시에 NATO의 역할 
확 를 추동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6월말에 개최된 NATO 정상회의에서는 한국과 일본, 뉴질랜드 등 주요 파트너 국가들이 초
청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NATO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즉, 이번 NATO 정상
회의에서는 미･중 패권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위협에 
효과적으로 응할 수 있는 ‘전략개념(2022 Strategic Concept)’을 채택했다. 이는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52)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이 
NATO 회원국 및 동맹국들과의 연 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응해나가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상 처음으로 NATO 정상회의에 한국이 초청
된 것은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역사적 의미와 군사적 함의가 크다. 6.25 전쟁 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전투병력을 파병했던 16개 국가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 6개국은 1949
년 NATO를 출범시킨 창설국이었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다자안보체제인 NATO의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연 하는 서방진영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한･미동맹의 전통적 결속력도 공고히 다짐으로써 북 억지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겠다. 먼

51)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Ten ways the war in Ukraine will change the world: Russia’s 
invasion marks a defining moment in the reshaping of the geopolitical order.” 2022. pp. 1-7. 이 
보고서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질서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① 유럽의 새로운 분열 초
래, ② 탈냉전기 국제질서의 종말 예고(글로벌 안보환경의 위험성, 불확실성 심화), ③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맹 심화, ④ 국제질서의 분열 가속화, ⑤ 미국의 유럽개입으로 인한 對아시아 정책 제한, ⑥ 세계 군비경쟁의 
가속화, ⑦ 유럽 안보정책에서 독일의 역할 강화(억제→억지력 추구), ⑧ 유럽국가들의 정체성 제고 요구, ⑨ 민
주주의에 대한 도전의 구체화, ⑩ 국제분쟁의 확산에 대한 우려.”

    https://www.eiu.com/n/campaigns/ten-ways-the-war-in-ukraine-will-change-the-world/(검색일: 2022.5.10).

52) 강석률, “통합적 억제 개념과 미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전략,” KIDA 동북아안보정세분석, 2022. 2. 14, pp. 
1-4. 미국의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국방전략서의 핵심개념으로 제시
된 전략이다. 이는 미국의 범정부적 노력을 기반으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을 통합하는 보다 확장된 개념의 억
제전략이다. 통합억제는 핵 억제력과 미사일 방어 등 거부적 억제와 보복적 억제 능력을 통합하여 적대국의 전
방위적인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美 국방전략의 방향성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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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북한의 군사위협에 미칠 영향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인 연 를 강화할 경우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인 북한에 한 
국제사회의 공동 응이 무력화될 수 있다. 2022년 3월 22일, 유엔 긴급특별총회에서 김성 
UN 주재 북한 사는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의 합당한 요구를 무시하여 유럽의 안보환경을 
해쳤다”라는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우회적으로 지원했다. 이것은 북한이 
중국, 러시아의 비호 아래 북결의안 채택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벗어나 향후 핵보유국 지
위를 인정받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볼 수 있다. 2022년 9월 초,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한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국제질서가 진영간 결로 새롭게 
재편되는 가운데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아질 우려가 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중
국, 북한은 내핍(耐乏)의 역사를 지닌 국가들로서 국제사회의 고강도 경제제재를 부과받더라
도 장기간 감내할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전략적 동맹체제가 
공고화할 경우 북한 비핵화는 보다 요원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동북아의 안보딜레마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동북아 안보상황에 미칠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미･중 패권경쟁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전쟁이 초래할 가장 큰 변화는 신냉
전 체제의 형성이다. 이미 전쟁 발발 이전부터 국제질서는 러시아 對 反러시아 진영으로 양
분되었으며, 미국과 유럽 중심의 서방진영과 러시아･중국 등 권위주의적 체제로 세력화 
결 양상이 보다 뚜렷해졌다. 즉,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통적 냉전질서인 패권국가간의 

립구조에서 양  진영간 블록화･세력화가 굳어지는 양상이다. 이러한 신냉전적 국제질서
는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만침공, 북한의 무력도발 등 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며 
지정학적 차원에서 분쟁의 확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와 북･중･러 3각 동맹체제의 블록화 결이 장기 고착화될 개연성이 높다. 이
와 연계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전략적 연  강화를 촉진시키
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냉전 체제가 구조화하고 군비경쟁이 가속화할 경우 집단
안보체제에 의존했던 독일과 일본의 재무장이 예상된다. 또한 NATO가 新전략개념을 모색
하는 상황에서 서방을 중심으로 한 현상유지 세력과 중국･러시아의 현상타파 세력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전쟁의 결과에 따라 러시아의 정치적 입지가 변화될 수 
있으며,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세력균형에도 큰 변동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찰한 
전쟁원인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종전 이후 전개될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에 한 후속연
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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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ussia-Ukraine War, which occurred on February 24, 2022, is an unjustified war 

in terms of justification, means, and methods, and is expected to fundamentally change 

the paradigm of the international order in the future. Russian war crimes, including 

unjustified aggression, civilian killings and the use of WMDs, have broken international 

norms, but at the same time brought unexpected consequences such as resistance from 

Ukraine, international military support, NATO expansion and strengthening Western 

solidarity. In terms of tactics, the power of information operations, cyber warfare, and 

public opinion warfare was clearly revealed, and as drones and anti-tank weapons were 

effectively operated, major changes were inevitable in the tactical doctrine centered on 

tanks and aircraft. The Russia-Ukraine war, which is turning into a protracted war, is 

forming a new Cold War order with the Western world centered on liberal democracy 

and authoritarian regimes such as Russia and China, and is expected to lead to major 

changes in Europe's security landscape and international order. Therefore, in this study, 

in order to more systematically examine the causes of the Ukraine crisis, the layers of 

analysis suggested by Waltz, that is, three images were applied, and the facilitating and 

allowable factors of war were analyzed at the human, national, and international system 

levels. Amid the expanding role of NATO, which has recently proposed a new strategic 

concept, the strengthening of the anti-China alliance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clearly 

shows the anarchic nature of permanent international politics. Therefore, considering the 

pattern of change in the international order, the neo-realism theory is still judged to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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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ity, and it can be said that Waltz's three images provide sufficient explanatory power 

when analyzing the cause of the Russia-Ukraine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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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약 70년간 정전체제가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2017년에는 6.25전쟁과는 다른 

핵전쟁 직전까지 가는 미국과 북한간 핵미사일 갈등 상황이 전개되었고, 이후 싱가포르회담으로 

극적으로 정지되었다. 정전협정 70년 주년을 앞두고 전쟁재발을 논하는 이유는 한반도 평화체제

는 요원하고, 핵전쟁의 가능성이 잠재해있어 예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이 핵미사

일을 전력화한 상태에서 전쟁재발은 핵전쟁과 민족의 절멸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25전쟁과 2017년의 핵미사일 갈등을 비교분석하여 수준별 차이점과 유사점을 

도출하고 한반도의 전쟁재발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이에 더하여 전쟁과 갈등의 정지를 위한 

협상 과정과 의제를 비교하여 전쟁재발 예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전쟁재발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두 사례의 유사점 즉, 국가수준에서 핵무력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내부태세, 김정은의 정치적 욕구, 미중대결의 지정학적 환경 면에서 갈등 

가능성은 상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전쟁과 갈등의 정지를 위한 협상의 과정과 의제를 

비교한 결과 두 사례의 유사점은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협상이 이뤄졌고 의제가 타결된 점이다. 

따라서 갈등, 전쟁 예방을 위해 한국은 미국과 확고한 군사동맹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전쟁 불원 

의지를 분명히 유지하고 전달해야 한다. 또한 대북 강경론자들이 포진한 윤석열 정부에서도 

제재와 압박 만이 능사가 아니며 어떤 방식으로든 미북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핵심어 : 비교분석, 6.25전쟁, 핵미사일 갈등, 대한민국, 북한, 미국

요 약

국방연구 2022년 9월
제65권 제3호, pp. 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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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한반도 전쟁을 보는 시각과 한계점

한반도는 삼국시대 이래로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고려 및 조선에 이르기까지 내부의 
투쟁뿐만 아니라 대륙인 중국의 왕조와 섬나라인 일본의 침략으로 내외부의 도전에 동시에 
직면해 왔다. 2차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군과 소련군의 분할 점령에 이어, 북한의 남침으로 
6.25전쟁을 치러야 했다. 피아(彼我)와 내외(內外)의 투쟁이었으며, 지금은 ‘독재 대 민주’의 
투쟁에 이르고 있다. 이런 특징을 지닌 한반도의 갈등과 전쟁을 보는 시각들은 크게 현실주
의, 정치이데올로기 및 지정학 세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먼저 현실주의 이론에 기초한 시각이다. 힘의 격차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
지 않기도 한다는 시각이다. 특히, 세력균형론과 세력우위론의 논쟁은 어떤 힘의 배분이 전
쟁을 예방하는가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제시하였다.1) 세력균형보다 세력우위 상태가 더 안
정적이라는 통계적 분석2)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세력전이 이론은 지배적 힘의 전변은 곧 
갈등과 전쟁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상황을 잘 설명한다.3) 나
아가 공격적 현실주의에서는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패권국은 다른 지역 패권국의 등장
을 사전에 차단하는 속성이 있으며4) 근래 미국의 대중 압박은 이러한 현상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주의 시각은 약소국 간의 분쟁에서 강대국의 권력 공백이 전쟁의 발발 또
는 재발을 가져온다는 연구로 이어졌다.5)

둘째로 정치이데올로기의 대결로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투쟁으로 보는 시각이다.6) 중

1) 이에 대한 논쟁을 정리하고 세력우위론을 보강한 연구로 조한승, “양자적 분쟁에 대한 상대적 국력의 영향력: 적대수준
의 상승적 관점(escalatory perspective)에서,” 『국제정치논총』 제45권 제2호(2005), pp. 29-56을 참조.

2) 배진수. “양국간 국력비와 전쟁도발 가능성: 총 102건의 약소국가간 분쟁을 통한 실증적 검증,” 『국제정치논총』 
제34집 2호(1994), pp. 131-148. 

3) Ohn Chang-Il. “The Causes of the Korean War, 1950-1953,”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14, No. 2(2010), pp. 19-44; 고영은. “미중 패권 갈등이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 『신학과 
목회』 제54집 (2020), pp. 185-206; 곽덕환. “중미관계변화와 한반도평화,” 『사회과학연구』 제23권 3호
(2012), pp. 27-42; 박휘락. “미국과 중국 간 ‘투키디데스 함정’과 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 『통일전략』 제20권 
제2호(2020), pp. 81-116; 박휘락. “미국과 중국 간 세력경쟁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대리전쟁 가능성 분석,” 
『21세기정치학회보』 제30집 3호(2020), pp. 51-71; 정성철. “동아시아 세력전이와 한반도 전쟁: 19세기 청일
전쟁과 21세기 미중경쟁,” 『담론201』 제23권 1호(2020), pp. 93-118 등.

4) 존 미어세이머 저, 이춘근 역.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서울: 나남, 2004); 최재덕·안문석. “공격적 현실주의 관
점에서 본 미중패권경쟁 양상 연구,” 『인문사회21』 제12권 3호(2021), pp. 2981-2994.

5) 오세정. “강대국으로부터의 권력공백(Power Vacuum)과 권력투사(Power Projection)에 의한 약소국간 전쟁 
발발의 시기적 조건: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권력 형태에 따른 인도-중국 전쟁, 2·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의 발
발, 억제, 재발, 종결,” 『국제정치연구』 제13권 제2호(2010), pp. 39-60.

6) 김학준. “국제지역분쟁과 약소국: 한반도의 분단과 한국전쟁 도발에 남북한이 미친 영향의 연구,” 『국제정치논
총』 제17집(1977), pp. 27-44; Jin-chull Soh, “A Review on the Causes of Korean War In the Light of 
New Document,” Korea Observer Vol. 31, No. 3(2000), pp. 345-377; 홍양표. “戰爭原因의 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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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고, 러시아는 왜곡된 민주주의로 권위주의 
독재체제가 가동되고 있다. 반면에 한국과 미국, 일본은 민주주의 체제로서 양 이념은 이데
올로기적 대결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국제적 냉전체제는 없어졌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
아시아에서 아직도 이데올로기적 체제대결이 남아있다고 본다. 더구나 최근 러시아가 우크
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국제사회에 형성된 기류는 진영대결의 회귀를 예상하게 한다.7) 즉, 과
거 공산주의 대 자유주의의 대결이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 간 대결로 송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회자되는 지정학적 시각이다. 아시아대륙의 동북에 위치한 
반도적 특성으로 대륙세력인 중국이나 러시아와 해양세력인 미국과 일본의 경쟁에 희생되는 
숙명을 가진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역사적 사례를 들어 연구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
한다. 즉, 과거 삼국시대 백강전투부터 임진왜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및 6.25전쟁에 이르
기까지 대부분 대륙과 해양세력의 경쟁과 갈등이 한반도의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8)

위와 같은 세 가지 시각들은 각기 지닌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
다 전쟁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며 한반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며 전쟁재발 가능성을 단
언한다. 나아가 현실주의 시각은 국가를 인격체로 간주하여 비이성적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
지 못한다. 이념적 시각은 계급과 경제 환원주의적 한계를 지니며, 지정학적 시각은 정치를 
지리에 종속시키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전쟁 원인의 복합성과 개별 전
쟁에 대한 역사서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9) 따라서 독특한 성격을 지닌 한반도의 기
존 전쟁과 갈등 사례를 보다 실체적으로 고찰하여 갈등과 전쟁, 재래식 전쟁과 핵전쟁의 차
이를 규명할 수 있는 비교분석을 하는 것은 세 가지 시각들이 지닌 한계점을 극복하는 데 
좋은 시도가 될 것이다. 

한반도의 전쟁과 갈등은 그 구조상 남북한은 물론이고 강대국의 개입이 불가피한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특정 이론이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전체적 구조와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10) 그러므로 종합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복수의 사례를 비교분

的 分析,” 『한국정치학회보』 제14권(1980), pp. 357-385; 정경환. “6·25전쟁의 기본성격과 그 의미에 관한 연
구,” 『통일전략』 제10권 1호(2010), pp. 45-77 등.

7) 이기동.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전략적 고려,” 『이슈브리프(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제334호(2022), pp. 1-5.

8) 진징이.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에서의 전쟁과 평화,” 『아시아문화』 제39호(2018), pp. 27-42; 이승환. “청일전
쟁 시기 중국과 일본의 대 한반도 지정학적 인식 비교연구: 이홍장(李鴻章)과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를 중
심으로,” 『한일군사문화연구』 제30권(2020), pp. 147-190; 유진열.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한국 상황에 정당한 
전쟁이론의 적용성에 대한 변증법적 전망,” 『조직신학연구』 제28권(2018), pp. 150-179; 최윤철. “스탈린, 마
오쩌둥(毛澤東)의 지정학적 관점이 중국의 6·25전쟁 참전에 미친 영향 연구,” 『중소연구』 제44권 제4호(2021), 
pp. 109-150 등.

9) 이지원. “전쟁 원인의 복합성과 비극적 서사,” 『국제정치논총』 제55집 제2호 (2015), pp. 45-73.

10) 현실주의, 지정학적 시각에서는 현인택. “미‧중 패권전쟁과 한국의 생존전략,” 『신아세아』 28권 2호(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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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규명해야 그 함의로 전쟁재발의 가능성을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6.25전쟁(1950~1953년)과 핵미사일 갈등
(2017~2018년)을 전개된 맥락을 고찰하고, 비교분석하여 한반도 전쟁재발 가능성을 평가
하고 그 예방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II. 비교분석의 틀

위와 같은 세 가지 시각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최소한 기존에 실재했
던 전쟁과 갈등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해 내는 기초적 사회과학 분석 
기법11)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반적 비교분석방법으로는 최대유사체계분석
(MSSD: Most similar systems design)12)을 사용한다. 최대한 유사한 사례(체계)를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차이법’, 즉 유사한 결과(종속변수)를 제공한 대부분의 유사한 원인(독립변
수)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이점을 도출하여 상반되는 인과관계의 특징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반면에 최대상이체계분석(MDSD: Most different systems design)은 사례별로 서로 다른 
것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분석기법으로 자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MDSD는 ‘일치
법’을 적용하여 원래 상이한 다수의 독립변수는 체제 속성상 다름의 원인이므로 이들을 제외
하고 특징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가져온 원인으로 일치점을 도출하여 독립변수로 채택한다. 
MSSD와 달리 MDSD는 소수의 특징적 유사점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한 것으로 체제의 내
부 수준별 공변 관계를 규명해야 도출되는 상대적 난점이 존재한다. 다만 두 비교분석 기법
은 모두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공통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에 착안하여 MSSD 또는 MDSD를 엄밀하게 적용하기보다는 두 사례(6.25전
쟁과 2017~2018년의 핵미사일 갈등)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하는 기본적 비교분석 기법

pp. 57-69; 박휘락, “미국과 중국 간 ‘투키디데스 함정’과 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 pp. 81-116 등과 같이 미
중의 패권경쟁 속에서 한반도 전쟁재발 가능성은 상존하며 한미동맹의 강화가 해법이라는 단순한 결론에 이르
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데올로기적 시각에서는 강정구. “미국의 신패권주의와 한반도 전쟁위기 
및 새로운 패러다임,”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3권 제1호(2003), pp. 13-48; 이철기. “미국의 패권주의와 한
반도 전쟁 위기,” 『기억과 전망』 제3호(2003), pp. 85-103 등과 같이 미국의 패권주의가 북한을 위협하고 한
반도를 불안정하게 하는 근원이므로 남북이 연대하여 제국주의 미국을 퇴출하는 민족자주만이 살길이라고 주
창한다.

11) 김웅진. “사회과학연구에 있어서 경험적 근거의 방법론적 조형: 입증과 논박의 선험성.” 『현대정치연구』 11권 1
호(2018), pp. 105-127. 

12) MSSD와 MDSD에 대해서는 Anckar C. "On the Applicability of the Most Similar Systems Design and 
the Most Different Systems Design in Comparative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Vol. 11, No. 5(2008), pp. 389-40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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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하였다. 6.25전쟁은 해방 이후 한반도의 유일한 전쟁사례이고, 앞으로의 전쟁은 핵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2017~2018년의 핵미사일 갈등과 비교 분석하는 데 의
미가 있다. 다만 2017~2018년의 핵미사일 갈등은 6.25전쟁과 같은 한반도의 사례이고 개
시는 되었지만, 전쟁으로 진행되지 않고 갈등에서 멈춘 서로 다른 복합성을 지니므로 심화
된 연구에 앞선 기초적 비교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두 사례는 북한이라는 동일 국가(체
계)가 각각 한국과 미국을 주요 상대로 하여 전쟁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북
한에 초점을 맞춰 전쟁과 갈등의 양상,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개인, 조직, 국가라는 수준별 행
태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샘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로 최대한 다른 두 사례를 대상으로 전쟁과 갈등의 개시와 정지라는 
결과(종속변수)를 가져온 독립변수를 공통의 행위자 북한을 중심으로 차이점과 유사점을 규
명하였다. 그리고 분석된 유사점을 활용하여 비교한 표본 즉, 상이한 사례에 내재하는 수준
별 동질성을 해석하고, 차이점을 통해서는 다름의 원인을 제공하는 변수를 더욱 선명하게 
규명하고자 하였다.13) 그리고 두 사례의 비교를 위해 행위자 북한을 시계열적으로 분리하여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체계 속성을 독립변수에서 배제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이는 
동일 국가가 지니는 전쟁과 갈등의 내재적 특징이라는 점에서 불변성의 논리를 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른 사례에 대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공변관
계를 차이점을 준거로 하되 유사점을 동시에 고찰하여 어느 쪽에 경도되지 않는 논리적 유
연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유를 기초로 두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 틀은 <표 1>에서 보듯이 서로 다른 종속
변수인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수준별 잠정 독립변수를 설정하는 것으로 하였
다. 분석수준은 행위자 중 북한에 한정하여 군사, 국가 및 환경과 개인으로 다양화하되, 이를 
전쟁과 갈등 개시의 조건(필요조건, 충분조건)과 요인(촉발요인, 배경요인)14)으로 집중하였
다. 전쟁과 갈등의 개시 원인15)으로서 필요조건은 군사적 수준에 기초한 아(我)능력과 적
(敵)허점, 충분조건은 국가 차원의 외부지원 및 내부태세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전쟁과 갈등
의 요인은 촉발요인으로 이데올로기적 요소인 지도자의 정치적 욕구와, 배경요인으로 지정

13) 김웅진·김지희. 『비교사회연구방법론』(서울: 한울, 2000), pp. 38-44를 참조.

14) 필요/충분조건의 구분은 김웅진·김지희(2000), p. 66을 적용하여 다른 조건들과 조합을 이뤄 결과를 발생시키
며 항상 포함되는 조건이면 필요조건으로, 결과를 초래하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면 충분조건으로 구분하였다.

15) 전쟁의 원인에 관해서는 Seyoum Brown. The Causes and Prevention of War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7), pp. 7-110; 인간의 공격 본성, 힘의 인과 이론, 경제적 인과 이론 등과 국가간 전쟁유발 행태는 
군비경쟁, 현상유지-타파, 갈등순환론 등을 정리한 구영록(1986), pp. 128-147; 전쟁의 목적인과 내재인, 그
리고 역사적 맥락을 구분하여 정리한 이지원(2015), pp. 45-73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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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환경 요소를 집중 비교분석하였다. 잠정 독립변수를 이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전쟁과 
갈등’16)은 시각에 따라 각기 그 원인을 달리 볼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자국의 군사적 능력
(我 능력)과 상대의 허점(敵 허점), 동맹 또는 우방국인 외부지원과 전쟁수행을 위한 내부태
세, 그리고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욕구와 이를 배태하는 지정학적 특징을 가장 중요한 요소
로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쟁과 갈등의 정지17)에 관해서는 그 전후 맥락을 살펴 두 사례의 협상이 전개된 
과정과 의제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차이점과 유사점을 분석하였다. 전쟁, 갈등의 개시 조건과 
요인에서 적용한 개인, 군사, 국가, 환경이라는 수준별 분석은 전쟁과 갈등의 정지를 위해서
는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개시와 정지 사이의 전후 맥락을 살펴 그 정지를 결정한 협상이 
국가적 협상이었는지 군사적 협상이었는지를 비교 고찰하였다.

<표 1> 한반도 전쟁, 갈등의 개시와 종결에 대한 비교분석 틀

종속변수
잠정 독립변수(비교분석 대상)

비교 수준
비교분석 요소 비교분석 중점

전쟁, 갈등의 개시

조건
필요조건 아(我)능력, 적(敵)허점 군사

충분조건 외부지원, 내부태세 국가

요인
촉발요인 정치적 욕구 개인(지도자)

배경요인 지정학 환경

전쟁, 갈등의 정지
협상 과정

국가/군사
협상 의제

정리하면 <표 1>의 분석 틀을 가지고 “① 6.25전쟁과 핵미사일 갈등 개시의 조건과 요인
에서 차이점과 유사점은 무엇인가? ② 그 정지를 위한 협상과정과 의제에서 차이점과 유사
점은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③ 한반도 전쟁재발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전쟁 또
는 갈등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유의미한 답을 제시하였다.

16) 전쟁과 갈등의 관계는 갈등, 분쟁이 전쟁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는 구영록. 『인간과 전쟁』(서울: 법문사, 
1986), pp. 20-180을 적용한다.

17) 전쟁의 종결은 승패의 결정이나 평화협상에 의해서, 갈등은 해소되거나 분쟁, 또는 전쟁으로 전환되어 종결되지
만, 일시적 또는 잠정적 중지 상태를 포괄하는 종결의 의미로 ‘정지’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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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6.25전쟁(1950~1953년)과 핵미사일 갈등(2017~2018년)의 

비교

1. 6.25전쟁의 개시와 정지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정지되었다. 북한이 전쟁을 개시한 원인을 조건과 요인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정전협정 추진과정과 협상의제를 분석하였다. 

가. 북한의 6.25전쟁 개시의 조건과 요인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전면 남침을 감행하였다. 북한이 한반도를 공산화하
는 전쟁을 선택한 것은 조건이 충족되었고 요인이 결합되었기 때문이다.18) 그 조건과 요인
이 전쟁의 원인이다. 조건 중 필요조건은 공격을 개시해서 전쟁을 발발하는 측의 아(我)능력
으로서, 적(敵)을 능가하여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능력이다. 군사적으로는 전투
력으로 표현되는 능력에서 북한군이 우위에 있었다. 그리고 상대인 한국은 허점이 조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중국과 소련의 확실한 외부지원과, 내부태세로서 전쟁을 위한 준비가 완비되
어 있었다. 또한 전쟁 개시 요인으로서 김일성과 박헌영 등 북한지도부의 정치적 의지가 강
했고 소련과 국민당 정부를 대륙에서 축출한 중국의 기세가 강했다. 

반면에 미국은 6.25전쟁 개시 1년 전인 1949년 6월 29일까지 한국에 군사고문단 495명
만 남기고 주한미군 전원을 철수하였다. 1950년 1월에는 ‘애치슨 선언’으로 한국과 대만을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에서 제외하였다. 이 시기에 북한군은 이미 한국군에 비해 월등한 전
투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1950년 4월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을 2차 방문하여 스탈린
(Joseph Stalin)으로부터 조건부로 남침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 이어 5월에는 중국을 방문
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의 동의를 받아 전제조건을 해소하였다. 북한군은 1950년 6월 25일
의 남침 직전까지 사단급 공격훈련을 마쳤다. 특히, 6월 10일 비밀군사작전회의를 통해 대
기동작전훈련이란 명목으로 선제타격계획에 따라 전투력을 전방지역으로 전개하였다.19) 이
로써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 모두 구비된 상태에서 전면 남침을 개시하였다.

18) 6.25전쟁 발발의 원인으로 김일성의 의지와 스탈린의 동의, 발발 배경으로 중국의 지원, 미국의 비의도적 야기, 
미일 對 중소의 지정학적 요소를 분석한 이완범. “한국전쟁 발발원인에 대한 유기적 해석: 김일성의 국제적 역
학관계변화 편승과 스탈린의 동의,” 『국제정치논총』 제39집 1호(1999), pp. 197-205를 참조.

1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작전』(2005), pp. 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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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하여 북한이 남침공격을 개시하게 된 요인으로 첫째는 조건이 구비된 상태에서 공
격명령을 내려 군사작전을 시작한 북한지도부의 정치적 욕구가 강한 촉발요인이 되었다. 소
련과 중국의 지원을 확약받은 상태에서 북한의 최고지도부를 구성했던 김일성과 박헌영은 
공산혁명을 한반도 전체를 가장 신속한 방법인 무력으로 완성하고자 했다.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여 공산주의 체제를 완성하려는 정치적 욕구의 표현이었다. 둘째는 지정학적 요인으
로 대륙세력인 소련이 한반도 전쟁을 통해 유럽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했다. 게
다가 중국은 공산당에 의한 대륙 석권의 여세를 몰아 한반도에 안전판을 공고화하려 했다. 

나. 한국과 미국의 대응, 북한과 중국의 역대응

북한군의 기습공격에 한국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일 11시에 
경무대로 온 무초(John Muccio) 주한 미국대사에게 탄약 지원을 요청하였다. 다음날인 6월 
26일에는 한국 국회가 유엔과 미국 대통령 및 하원에 대응 조치와 원조를 요청하였다. 그리
고 28일 서울이 함락된 후 29일에는 수원비행장에서 전선을 시찰하던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을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만나 지원을 요청하였다.20) 한국군의 대응을 요
약하면 방어와 지연전으로 후퇴하면서 신속히 국제사회와 미국에 지원을 요청한 것이었다. 

북한은 6.25전쟁 개전 당시 서울을 포위 섬멸하여 함락시키면 남로당 지하 세력이 대규모
로 봉기하여 체제를 전복할 것이라는 기대로 제한 섬멸전을 도모하였다.21) 그러나 한국 국
민의 전투 의지와 군의 선전으로 북한은 2단계 작전에 의한 추격전을 전개해야 했다. 미국은 
유엔을 통한 신속한 개입을 결정하고 유엔군사령부를 미국 합동참모본부 통제 하에 설치하
여 지연전에 이은 인천상륙작전으로 역습을 전개하였다. 한국은 군의 지휘권을 이미 7월에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하였다.22) 유엔군이 38도선 이북으로 진격하자 중국은 준비된 병력
을 10월 19일부터 이동시켜 압록강을 넘어 한반도로 잠입시킨 후 산악기동전으로 국군과 
유엔군의 진격을 1차적으로 좌절시켰다.23) 

1950년 12월 3일 북한군과 중국군은 조중연합사령부를 구성하여24) 대대적인 남진작전

20) 남정옥. “6.25전쟁과 이승만 대통령의 전쟁지도,” 『군사』 제63호(2007), pp. 38-39.

21) 신복룡. “한국전쟁의 기원: 김일성의 개전 의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3호(1996), pp. 
170-172.

22) 한국군 전력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육군의 경우 유엔군사령관은 작전지휘권을 미8군사령관에게 위임하였고 미8
군사령관이 한국군 육군참모총장을 통해 각 군단을 통제하였다, 김정기, 『한국 전쟁지도체제의 발전』(서울: 선
인, 2021), p. 115.

23) 박명림. “중국군 참전 이후의 재역전과 변화 1: 스탈린, 모택동, 팽덕회, 김일성의 구상과 전략,” 『전략연구』 제
17호(1999), pp. 122-152. 

24) 조중연합사령부에 관해서는 이종석. “한국전쟁 중 중·조연합사령부의 성립과 그 영향,” 『군사』 제4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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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개하였고 1951년 1월 4일 다시 서울을 점령하였다. 전쟁의 주체가 ‘국군과 유엔군(미
군) 대 북한군과 중국군’으로, 그 성격이 국제전으로 변화하였다. 쌍방은 일진일퇴의 격전을 
벌이다가 중국군의 5월 공세 이후인 1951년 6월부터는 38도선 일대에서 전선이 교착되기 
시작하였다.25)

다.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 과정 및 의제

휴전협상은 1951년 6월 23일 유엔주재 소련대사 말리크(Jacob Malik)가 처음 라디오 
방송에서 정전과 휴전을 목표로 논의를 시작하자고 언급하였다. 이에 미국은 6월 30일 리지
웨이(Matthew Ridgway) 유엔군사령관을 통하여 원산항에 정박 중인 덴마크 병원선에서 
만나자고 제의했고 공산측이 수락하면서 7월 8일 개성 광문동의 민가에서 예비회담을 개시
하였다.26) 7월 10일 본회담이 개성 내봉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수차례 격론을 거쳐 7월 26일
에는 휴전회담 의제 5개 항27)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난항을 거듭하다가 1951년 11월 27일
에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안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후 포로송환 문제에서 서로 유리한 기준과 방식을 고집하면서 휴전회담 교착 국
면이 이어졌고 더불어 고지쟁탈전이 격화되었다. 인해전술과 화력전으로 피해가 속출하자 
195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반전 여론이 높아지자 미국에서는 아이젠하워(Dwight 
Eisenhower)가 한국전쟁 종결을 공약하며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953년 1월 취임하였다. 
그해 3월 5일에 스탈린이 사망하자 유엔군은 부상 포로 교환을 먼저 제안하였고 공산군이 
이에 동의하면서 휴전회담이 재개되었다. 

미국은 공산군의 마지막 공세와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에도 불구하고 1953년 7
월 27일 유엔군사령관을 통하여 정전협정에 합의하였다.28) 핵무기를 사용한 승전 종결카드
가 있었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았고, 금성전투의 말미에서도 한국군 2군단의 금성천 이북으
로의 추격 작전을 중지시키며 휴전회담에 서명하였다.29) 7월 27일 10시에 판문점에서 쌍방 
수석대표인 유엔군측 해리슨(William Harrison)과 공산군측 남일이 정전협정에 서명30)하

pp. 49-61; 서상문. “중조연합사령부 재론: 설립배경과 과정,” 『군사』 제95호(2015), pp. 1-54 등을 참조.

25)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중』(1997), pp. 596-643.

2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9: 휴전회담 개막과 고지쟁탈전』(2012), pp. 111-132.

27) 5개 항으로 합의한 휴전회담 의제는 ①회담 의제의 채택 ②비무장지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군사분계선 설정 ③정전 
및 휴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협정 ④포로에 관한 협정 ⑤쌍방의 관계 정부에 대한 건의임, 위의 책, p. 146. 

28) 김정기. “금성전투와 쿠이토 쿠아나발레전투에 대한 비교 연구: 용병술 차원의 관점에서,” 『군사논단』 제105호
(2021), pp. 225-227.

29)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금성전투』(서울: 중원문화사, 1987), p.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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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3년 1개월의 전쟁은 정지되었다. 협정은 서언,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제2조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제3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제4조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
의, 제5조 부칙으로 구성되었다.31) 

2. 2017년 핵미사일 갈등의 개시와 정지

2017년은 한국과 미국의 정부가 동시에 교체된 해였다. 미국에는 1월에 전략적 인내로 
일관한 민주당 오바마(Barack Obama) 정부가 공화당 트럼프(Donald Trump) 정부로 바
뀌었다. 한국은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5월에 문재인 정부로 교체되었
다. 2017년 동안 북한은 2월 12일 북극성-2 발사를 시작으로 끊임없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계속하며 한국, 미국 및 일본과 갈등을 빚었다. 결국 11월 29일 화성-15호를 시험 발사한 
후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여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갈
등이 정지되었다.
 

가. 2017년 북한의 핵미사일 갈등의 조건과 요인

김정은은 2016년 1월에 4차, 9월에 5차 핵실험과 병행해서 그동안 계속해 온 미사일 시
험발사를 2017년에 들어서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2017년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에 공표하
였다. 신년사를 토대로 보면 북한이 2017년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한 것은 자체 능력을 강화
하려는 것이었다고 분석된다.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자위력만이 
생존을 보장하는 수단임을 강조하였다.32) 즉, 전쟁의 원인에서 조건 중, 필요조건인 적을 
능가하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미사일 시험을 강화한 것이다. 이는 상대의 허점을 공략
하는 차원에서 비확산(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체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국에 절대 우위를 점하는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당시 한국은 ‘미사일 지침’33)에 따라 미
상일의 탄두와 사거리에 제한이 걸려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핵전쟁을 감행한다면 미국을 

30) 정전협정은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총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을 다른 일방으
로 하여 서명함, 국방부. 『국방사 2』(1984) p. 614.

3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1: 고지쟁탈전과 정전협정 체결』(2013), pp. 820-837.

32) “2017년 김정은 신년사,” https://www.dailynk.com/2017年-북한-김정은-신년사/(검색일: 2022. 05. 30).

33) 1978년 박정희 정부가 백곰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자 미국의 카터 행정부는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반대했다. 19
79년 9월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권고 서한을 보냈으며, 이에 대해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서면으로 동의했다. 노재현 장관의 동의 서한을 미사일 지침이라고 부르며 이때 사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으로 개발이 제한되었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https://ko.wikipedia.org/wiki/한미_
미사일_지침(검색일: 2022.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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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해야 하는 만큼 여전히 능력에서 부족한 상태였고, 미국의 허점도 찾기 어려웠다.
2017년 북한이 핵미사일 갈등을 개시한 충분조건으로 외부지원은 국제사회, 특히 중국의 

소극적 제재 참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한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제기34)한 2016년 1월 이후 심화되었다.35) 그러나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국제
적 대북제재를 지지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전쟁 개시를 위한 충분
조건을 만족시키지는 못했다. 한편, 내부태세 면에서 북한은 2016년 5월 7차 당대회 이후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열었다. 그런데 악화된 경제 사정으로 보여줄 만한 성과가 없는 상
황에서 병진노선을 채택하여 핵무력 완성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자 하였다.36) 따라서 미국과 
수사적 위협을 주고받으면서 대규모 군중대회를 개최하며 전쟁 열기를 고조시켰다.37)

그리고 핵미사일 갈등 개시의 촉발요인으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
하였다. 2017년 신년사에서 그는 5차 핵실험을 첫 수소탄시험으로 언급하며 대륙간 탄도미
사일 시험발사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강조하며 ICBM을 완성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
임을 숨기지 않았다.38) 그리고 한미연합연습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핵무력을 중심으로 하
는 선제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은 신년사는 각 분야별로 
해당 분야의 그해 임무와 과업을 할당하는 지침으로서 성격이 있는 만큼 김정은의 정치적 
의지가 결국 ICBM 완성을 과제화한 것이다. 핵무력으로 자위권을 강화하여 정권을 유지하
고, 이를 발판으로 국제적 제재를 뛰어넘으면 경제문제도 해결된다는 논리였다. 

배경 요인인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핵미사일 갈등을 추동하는 상황이었다. 북한은 중국에
게 해양세력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지역이며 대륙세력의 창이 해양세력을 향하는 교두
보이기도 하다. 그 역할은 이미 6.25전쟁으로 검증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매킨더(Halford Mackinder)의 심장부(Heartland) 이론이나 스
피크만(Nicholas Spykman)의 주변부(Rimland) 이론39) 어느 것을 적용하더라도 미중 대

34) 사드배치는 4차 핵실험 직후인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 제기하였고, 이후 2월 7일 북한이 광명성 4호를 
발사하자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간 논의를 거쳐 7월 8일 전격 결정되었다. 이기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동북아 국제관계: THAAD 배치의 정치동학,” 『국제관계연구』 제21권 2호(2016), pp. 6-7.

35) 김흥규. “북한의 제4차 핵·미사일 실험과 한·중관계,” 『성균차이나브리프』 제4권 제2호(2016년), pp. 67-68.

36) 조경근, “제7차 당대회와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함의,” 『통일전략』 제16권 제3호(2016), pp. 49-84.

37) 이승현. "아직 이땅엔 공고한 평화가 깃들지 않았다: 북, 한국전쟁 67년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군중대회 개
최,” 『통일뉴스』(2017년 06월 25일),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2
29 (검색일: 2022. 06. 04).

38) “2017년 김정은 신년사,” 같은 곳.

39) 심장부이론과 주변부이론에 관해서는 지정학과 관련된 이론에 관해서는 이영형. 『지정학』(서울: 앰-애드, 
2006), pp. 212-242; 임덕순, 『지정학 이론과 실제』(서울: 법문사, 1999), pp. 29-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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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은 자연스런 현상이 되었다. 나아가 익히 알려진 우랴늄이나 희토류 등 북한지역에 다량
으로 매장된 지하자원, 대륙철도 연결, 중러의 송유관 및 천연가스라인 등은 지경학으로 확
대되며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상승시켰다. 북한은 자신의 지정학적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식
시키는 차원에서 핵미사일 갈등을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나. 2017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미국의 대응 

북한의 2017년 핵미사일 도발은 2월 12일 북극성 2호 발사를 시작으로 3월 6일에는 사
거리가 연장된 스커드미사일(SUCD-ER)40)을 4발 발사하였다. 북한은 이를 보도하면서 ‘핵
탄두를 장착해 주일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훈련’을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과 미국을 동시에 
자극하였다. 이후에도 화성-12, 14호 등 미사일을 14차례나 발사한 후 9월 3일에는 6차 
핵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전에 김정은이 친필로 명령서에 서명하고 수소탄 모형을 참관했
다고 보도하였다.41) 6차 핵실험에서 최대 6.3mb42)의 인공지진 강도로 전 세계에 충격을 
주며 자신감을 얻은 북한은 약 3개월 후인 11월 29일에는 화성-15호 ICBM을 발사하였다. 
이미 6차 핵실험으로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수사적으로 군사적 옵
션을 거론하는 미국을 보란 듯 정부성명으로 ICBM 성공과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43)

40) '스커드-ER'은 사거리 500㎞의 단거리미사일인 '스커드-C'의 개량형으로, 사거리가 1,000㎞에 달해 중거리미사일
로 분류된다. 군사전문가들은 '스커드-ER'이 스커드-C에 광학장비 등을 추가해 유도조종 기능이 향상시키고 오차
반경을 줄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사거리와 정밀도 면에서는 향상됐지만, 탑재 가능한 탄두 중량은 500㎏으로, 스커
드-C(700㎏)보다는 작다, 이영태. “북한 탄도미사일은 스커드-ER…합참 스커드 개량형,” 『뉴스핌』 (2017년 03월 
07일)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70307000148(검색일: 2022. 05. 30).

41) 이상민. “북한 6차 핵실험의 오해와 진실,” 『북한』 통권 550호(2017), pp. 27-30.

42)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발표한 것으로 그 폭발력을 140kt으로 발표하였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나무위키』, 
https://namu.wiki/w/북한의%206차%20핵실험(검색일: 2022. 05. 30).

43) “국가핵무력 완성' 선포 이어 '7차 당대회 과업' 관철 다짐,” 『통일뉴스』 2017.12.15., http://www. 
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122(검색일: 2022.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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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7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현황44)

날짜 발사 미사일 위치 탄착지점 김정은 참관

2월 12일 북극성-2, 1발 구성시 동해상 O

3월 6일 SCUD-ER, 4발 철산군 동해상 O

3월 22일 화성-10, 1발 원산시 지상폭발 미상

4월 5일

화성-12, 1발

신포시
공중폭발

O

4월 16일 O

4월 28일 덕천시 O

5월 14일 구성시 동해상 O

5월 21일 북극성-2, 1발 안주시 동해상 O

5월 29일 KN-18, 1발 원산시 동해상 O

6월 8일 KN-19, 4발 원산시 목표 함선 O

7월 4일 화성-14, 1발 방현동 동해상 O

7월 28일 화성-14, 1발 전천군 동해상 O

8월 26일 KN-21, 3발 강원도 동해안 동해상 미상

8월 29일 화성-12, 1발 평양시 북태평양상 O

9월 3일 6차 핵실험 풍계리(ICBM 장착용 수소탄) 명령서 서명

9월 15일 화성-12, 1발 평양시 북태평양상 O

11월 29일 화성-15, 1발 평성시 동해상 O

2017년 초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먼저 군사적 옵션에 대한 위협 수위를 강화해 
갔다. 2017년 5월 12일 북한이 화성-12호 시험발사를 성공시키고 북극성-2호를 실전 배치
하자 처음으로 캘리포니아 공군기지에서 북한의 ICBM을 직접 요격하는 훈련계획을 공개하
였다.45) 8월 5일에는 맥매스터(Herbert McMaster)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NBC방송과
의 인터뷰에서 ‘예방전쟁을 위한 모든 옵션’을 언급했다.46) 최고의 수사적 위협은 8월 8일 
북한의 핵폭탄 수가 60개에 달한다는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미사일을 계속 개발할 
경우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하였다. 이에 북한은 즉시 전략군사
령관 김락겸의 보고 형식으로 미국령 괌도를 미사일로 포위사격 하겠다고 위협했다.47) 9월 
3일 6차 핵실험 당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한국이 유화적 대화가 작동하지 

44) “2016-2017년 북한 미사일 도발,” 『나무위키』, https://namu.wiki/w/2016-2017년%20북한% 20미사
일%20도발(검색일: 2022. 06. 28).

45) “북 미사일 위협 대비...미국 사상 첫 ICBM 요격훈련,” 『MBN』. 2017.5.27., https://www.mbn.co. 
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56179(검색일: 2022. 06. 04).

46) 남성욱.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와 전망,” 『통일전략』 제17원 제4호
(2017), p. 101.

47) 홍관희. “한반도 전쟁 발발할 것인가? 2,” 『북한』 통권 549호(2017),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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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을 깨닫고 있다’라며 남북한에 대한 불만을 동시에 표시하기도 했다.48) 
그런데 6차 핵실험 이후부터 미국은 수사적 위협을 줄이면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였다. 미

국이 주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는 즉각적으로 이뤄졌다. 안보리 결의 
2375호는 핵실험 9일 만인 2017년 9월 12일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화성-15호 
발사에 대한 결의 2397호도 발사 23일 만인 2017년 12월 22일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여기에는 유류 공급을 년간 정유 50만 배럴, 원유 400만 배럴로 제한하고 해외 노동자의 
송환, 해상 검색 및 차단 등을 강화하는 조치가 담겼다.49)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제3국 제재(secondary boycott) 압력이 주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50)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9일 중국을 방문하기 전 이미 중국의 미온적 대북제재에 불만을 표
시하는 등51)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제재와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협상이라는 
또 하나의 옵션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 두 가지는 북한을 협상으로 견인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다.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의 과정과 의제

협상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요란하게 서로 협박하는 것은 결정적 순간에 최소의 양보로 최
대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펠트먼(Jeffrey Feltman) 유엔사무차장이 2017년 12월 
5일에서 9일까지 방북한 후 ‘북한은 억지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핵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 
언급하였다. 비슷한 시기인 미국 중앙정보국이 북한의 ICBM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있는 시
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은 12월 12일 한 세미나에서 미중간 북한 급변사태 관련 논의를 전하면
서 유사시 미군이 휴전선을 넘더라도 다시 복귀할 것을 약속했다고 하였다. 동시에 ‘전제조
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를 제안하였다.52)

미북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은 한국이었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을 
초청하였고, 이를 수용한 북한에 3월 6일 정의용 안보실장을 파견하여 김정은의 의중을 확

48) “북핵 꼬이자 한국 때리는 트럼프…미국에서도 비판,” 『한겨레』(2017년 09월 04일), https://www.hani. 
co.kr/arti/international/america/809644.html(검색일: 2022. 05. 30).

49) “대북제재,” 『나무위키』, https://namu.wiki/w/대북제재(검색일: 2022. 05. 30).

50)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2017년 11월 7일 북한의 국제 금융시장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의 초강력 대북 
금융제재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오토 웜비어법,” 『네이버지식백과』, https:// terms.naver.com/ 
entry.naver?docId=4368952&cid=43667&categoryId=43667(검색일: 2022. 05. 30).

51) “트럼프, ‘북핵 책임론 제기’에 中 ‘최선 다했다’ 반발,” 『KBS뉴스』(2017년 01월 03일), https://news.kbs. 
co.kr/news/view.do?ncd=3404966&ref=A(검색일: 2022. 05. 30).

52) 김정봉. “한반도 전쟁 징후 평가.” 『북한연구논평』 제23호(2018), pp. 9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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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였다. 그리고 3월 8일 북한의 비핵화와 대화 의지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였
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즉각 수락했으나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미국 펜스 부통령
을 비난하면서 5월 24일 회담을 취소하였다. 그러자 북한은 6월 1일 김영철을 미국으로 보
내 김정은 친서를 전달하였고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이 성사되었다.53) 

싱가포르 회담에서 협상 의제는 크게 비공식 의제인 쌍중단의 문제와 합의문에 담긴 공식 
의제 4가지로 요약된다. 쌍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함께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구두로 합의하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확인해 주었고 미국
과 북한이 한 개씩 양보한 셈이었다. 공식 의제는 ①평화와 번영에 기초한 북미관계 개선 
②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③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④전쟁포로와 
종자 유해의 송환이었다. 미국이 원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는 담기지 않았다. 북미관계 개선은 
북한이 원한 것이고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과 중국이 지지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유해 
송환을 얻었을 뿐이다. 협상 의제를 놓고 보면 4:2로 북한의 판정승이었다. 회담 직전 선제
적으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한 북한이 결과적으로 이점을 선취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회담 이후 후속 비핵화 회담이 순탄치 않았다. 2018년 10월 17일 폼페
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도 비핵화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즉, 북한은 미국
이 원하는 핵무기 자체를 폐기하려 하지 않았고 미국은 먼저 제재를 해제할 생각이 없었다. 
결국 2019년 북한은 김정은 신년사에서 다시 2차 회담을 제의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
을 통해 화답하면서 2월 27일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회담이 개최되었다. 회담 전 트럼프 대
통령은 북한의 잠재력과 경제발전 지원을 언급하며 훌륭한 회담 결과를 확신하였다.54) 하지
만 결과는 결렬이었다. 대북 강경파인 볼턴(John Bolton)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하여 합의
를 위해서는 핵은 물론이고 생화학무기와 탄도미사일 제거가 필수라고 주장하였다.55) 더불
어 미국 하원의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코언(Michael Cohen)의 자극적 증언이 
더해지면서56) 예상됐던 합의는 갑자기 결렬로 바뀌었다. 

하노이 회담에서 협상 의제로 미국은 기존의 CVID에서 불가역을 빼 수준을 낮춘 ‘완전하

53) 박휘락. “협상이론에 의한 미국의 싱가포르 회담과 분석과 함의,” 『아시아연구』 제22권 제1호(2019), pp. 
232-235.

54) 박휘락. “협상이론에 의한 미북 하노이 회담의 분석과 함의,” 『아태연구』 제26권 제3호(2019), pp. 111-112.

55) John Bolton, The Room Where It Happened: A White House Memoir(Simon & Schuster, 2020), p. 
328.

56) “하노이 회담 제친 ‘코언의 입’…트럼프 귀국 후 첫 과제로,” 『중앙일보』(2019년 03월 01일), https:// 
www.joongang.co.kr/article/23399369(검색일: 2022.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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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검증된 비핵화(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를 제시하였고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자청하였다. 합의가 가능한 접점이 있었던 것은 분명했으나 결렬 이
후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하고, 북한은 인민생활에 필요한 제재의 해
제를 원했다며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또한 북한은 핵미사일 시험을 영구적으로 중지하겠다
는 확약문을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미국이 영변 핵시설 외 한 가지를 더 실행하라고 강요하
여 회담이 결렬됐다고 주장하였다.57) 종합적으로 보면 미국이 ‘나쁜 합의’를 거부한 것이라
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기회를 사실상 불가역적으로 상실하게 되었다. 일본의 
방해 공작은 논할 가치도 없지만 한국과 중국도 합의만 기대하며 방관자적 자세로 일관했다
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다.

3. 종합 비교분석

가. 전쟁, 갈등의 원인 비교분석

1950년 6.25전쟁 개시와 그로부터 67년이 지난 2017년의 핵미사일 갈등의 개시 원인에 
대한 잠정 독립변수들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 3>으로 요약된다. 즉, 북한이 제공한 전쟁 
개시의 원인으로 독립변수이자 비교분석 중점인 조건과 요인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이 공존하
였다. 즉, 군사적 수준에서 필요조건인 아(我)능력과 적(敵)허점, 그리고 국가 수준의 충분조
건인 외부지원 측면에서는 서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충
분조건인 내부태세와 개인(지도자) 수준에서 촉발요인으로 정치적 욕구, 국제 수준에서 배경
요인인 지정학은 유사점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해석하면 1950년 6.25전쟁 발발은 독립변수
인 조건과 요인이 모두 충족됨으로서 가능하였다. 즉, 필요조건인 북한의 군사적 공격 능력
이 구비되었고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허점도 충분히 노출되었다. 충분조건으로 중국과 소련
의 외부지원도 확실하였고, 국가적 동원을 위한 내부태세도 완비된 상태였다. 촉발요인인 
전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달성하려는 지도부의 정치적 욕구와 배경요인으로 대륙으로부터 
공산세력의 확장 여진이 이어지는 지정학적 요인도 충만해 있었다. 조건과 요인이 모두 결
합되어 북한이 전쟁을 개시한 것이다. 

57) 박휘락. “협상이론에 의한 미북 싱가포르 회담과 하노이 회담 분석,” 『한반도미래연구』 제3호(2019), pp.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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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950년 6.25전쟁과 2017년 핵미사일 갈등의 북한 원인(독립변수) 비교

비교분석 요소 및 중점
분석결과

비고
6.25전쟁 핵미사일 갈등

조건

필요조건
아(我)능력 ○ △

차이점적(敵)허점 ○ △

충분조건
외부지원 ○ △

내부태세 ○ ○

유사점
요인

촉발요인 정치적 욕구 ○ ○

배경요인 지정학 ○ ○

반면에 전쟁으로 귀결되지 않고 갈등에 그친 2017년 핵미사일 갈등은 그 원인으로 필요
조건 면에서 군사적으로 한미군사동맹을 상대로 여전히 능력이 부족하였고, 전쟁을 개시할 
만한 허점도 발견할 수 없었다. 충분조건에서는 국가적으로 중국이 소극적이지만 대북제재
에 동참하는 등 완전한 지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일사분란한 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 전쟁을 위한 동원태세는 완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촉발요인으로 김
정은의 정치적 욕구와 지정학적 미중 대결구조도 갈등이 개시된 배경요인으로 작동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종합해 보면 유사점인 북한의 내부태세, 정치적 욕구, 지정학적 요인은 거의 변하지 않은 
채 6.25전쟁과 2017년 핵미사일 갈등을 개시하게 만든 공통의 체계적 속성으로 그 동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차이점인 1950년 당시 군사적으로 우세한 북한의 능력과 한미
의 허점, 그리고 중소의 대북 지원이 전쟁을 개시한 동인이었으나 2017년에는 그렇지 못하
였다. 상대적으로 북한은 군사적으로 한미에 열세이며, 허점도 찾을 수 없었고 중러의 지원
도 없었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의 전쟁 선택은 불가능했고 갈등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다.

나. 전쟁, 갈등의 정지 비교분석 

6.25전쟁을 정지시키기 위한 정전협정은 군사적 회담으로 쌍방의 군 최고사령관 간에 체
결되었고, 핵미사일 갈등을 봉합한 하노이 회담은 국가 간 정상회담으로 서명되었다. 두 사
례의 차이점은 군사적 수준과 국가적 수준이라는 확연한 차이점을 가진다. 그러나 그 협상 
과정과 의제를 분석해 본 결과 먼저 그 과정 면에서 소련 또는 북한의 제의로 협상이 시작되
었고 미국이 수용하여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유사점이 있었다. 전쟁과 갈등을 개시한 측에서 
먼저 공시적 대화를 제의했고, 더 강한 힘과 수단을 가진 미국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합의가 
되고 전쟁과 갈등이 정지되었다. 이는 인과관계보다는 동일한 협상 과정 또는 절차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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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경험적 사례로서 중요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표 4> 1950년 6.25전쟁과 2017년 핵미사일 갈등 종결 협상 유사성 비교58)

구 분 정전협정 북미(싱가포르) 회담

과 정 소련 제의→ 미국 수용→ 합의 북한 제의→ 미국 수용→ 합의

의 제

1. 적대행위 중지

2. 정전협정 실시와 감독

3. 포로의 송환

4. 정치회담 개최 건의

 1.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2.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3.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4. 포로 및 실종자 유해 송환

협상 의제에 있어서는 협의 대상이 되는 전쟁과 갈등이라는 차이에서 오는 본질적 문제로 
인해 상이점을 가질 수밖에 없으나 각 의제가 대칭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지닌다. 즉, 정전협정에서 적대행위 중지는 싱가포르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
립과 상호 연결되며, 정전협정 실시와 감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정치회담 개최 건의
는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포로의 송환 의제는 포로 및 실종자 
유해 송환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적대행위 중지와 정전의 준수 등 하위 수준
에서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위 수준 의제는 일치한다는 특이점이 있다. 이는 한반도의 비핵
화 문제도 전쟁을 평화로 전환하지 못한 정전협정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핵화는 궁극적으로는 평화체제와 관계개선을 병행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IV. 결론 : 향후 한반도 전쟁 재발 가능성 및 한국 정부의 역할

지금까지 6.25전쟁과 핵미사일 갈등 두 사례를 비교분석해 본 결과 ①전쟁과 갈등의 개시
에 대한 조건과 요인에 있어서 유사점은 내부태세, 정치적 욕구, 지정학이었으며, 그 차이점
은 아능력, 적허점 및 외부지원이었다. 차이점은 체계가 지니는 본질적 속상의 차이에 기인
한 것으로 독립변수에서 배제할 수 있지만59)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58) 김보영, “위기의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정전협정의 쟁점과 그 유산,” 『역사비평』 통권 104호 (2013), pp. 
193-194; 박휘락, “협상이론에 의한 미국의 싱가포르 회담과 분석과 함의,” p. 236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재구성

59) 최대상이체계분석에서 변수의 채택과 배제 전략과 이를 위한 가정과 관련해서는 Gayle Dennis John. 
"Applying Most Different Systems Designs: Comparing Development Policy in Alabama and 
Jamaica"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21, No. 2(1988), pp. 257-28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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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쟁과 갈등의 정지를 위한 협상에서 차이점은 대표의 격이 군사, 국가적 수준이라는 점이
며, 유사점은 협상 과정과 의제였다. 이상과 같이 분석된 차이점과 유사점에 따라 ③전쟁재
발의 가능성과 그 예방을 위해 주는 정책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향후 한반도 전쟁 재발 가능성

두 상이한 사례를 비교분석해 본 결과 전쟁, 갈등이 개시된 원인으로서 그 유사성은 전쟁
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북한의 일사분란한 독제체제로서의 특성인 전쟁을 위한 동원 등 
내부태세, 김정은의 정치적 욕구, 그리고 미소(美蘇)대결이 미중(美中)대결로 변화된 지정학
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세계 유일의 세습 독제체제를 구축한 북한은 내부적으
로 핵무력을 포함한 효율적 동원태세를 가동하여 신속하게 자원과 인력을 전쟁이나 도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3대 세습이 유지되고 있어 핵심 권력층의 충성도가 
높다. 최고 지도자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전쟁이든 도발이든 결심만 하면 실행되는 특성을 
가진다. 미중간 패권 대결 구조가 첨예한 데에다가 근래에는 유럽에서 나토와 러시아의 대
결이 심화되고 있어 중러와 국경을 맞댄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1950
년이나 지금이나 유사한 이 세 가지에 의해 북한은 전쟁 또는 갈등을 다시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차이점인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상대하기에는 부족한 북한의 군사적 능력, 한미간
의 공고한 연합방위체제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허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한반
도의 현상유지를 원하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외부지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은 전쟁 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종합적으로는 당분간 북한의 군사적 능력과 한미의 허점 면에서 
북한이 한미를 압도하지 못하고, 중러의 지원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북한이 전쟁을 다시 일
으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필요조건인 상대적 능력이 불리한 상
태에서 충분조건인 내부태세가 갖추어져도 외부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전쟁 개시는 거의 불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핵미사일을 이미 전력화한 만큼, 공멸 외에 선택지가 없다
면 핵전쟁을 피하지 않을 것이므로 한국으로서는 예방을 위한 역할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 

2.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 정책적 함의

한반도에 전쟁 재발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전쟁은 이론이나 분석에 의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정치적 선택이며 변화무쌍한 우연의 산물60)이기도 하다.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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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치점인 북한의 내부태세, 정치적 욕구, 지정학 면에서 여전히 전쟁 가능성이 상존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쟁 억제와 재발 방지 노력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정전협정과 싱가
포르회담의 협상 과정과 의제 분석에서 보았듯이 불완전한 한반도 정전체제는 현재도 유효
하다. 현재 한국 정부에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면서 북한의 핵 포기가 없는 한 대북제재와 압
박을 선호하는 관리들이 주로 포진하고 있다. 경도된 정책의 실패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균형적 시각으로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비교 연구결과 도출
된 유사점과 차이점이 주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위협을 직접 상대하는 한국은 무엇보다 북한의 내부태세, 정치적 욕구와 지
정학적 요인(유사점으로 분석)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이미 핵무력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이 갖추어진 만큼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비핵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북한의 내부태세
와 정치적 욕구가 갈등과 전쟁을 선택하도록 강경 일면의 정책을 구사하는 것은 재앙이 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적극적 수단인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관계 개선을 
통해 간접 접근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김정은의 정치적 욕구를 경제발전으로 
전환시켜 지정학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는 힘에 집중하는 현실주의, 이분법적 정치
이데올로기, 가변성이 제한되는 지정학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둘째,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정치, 외교적으로는 6.25전쟁과 핵미사일 갈등
의 정지를 가져온 것은 대화와 협상이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는 한반도에 군사적 
옵션이 실행되면 핵에 의한 공멸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제한 핵전쟁61)은 
주전장이 될 수밖에 없는 한국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제재와 압박도 공멸이 아니라 
협상을 통한 궁극적 해결을 추구할 때 유의미한 것이다.

셋째, 북한이 전쟁을 감행하기 위한 대외지원(차이점으로 분석)을 차단하기 위해 견고한 
한미군사동맹과 함께 경제, 군사, 외교적으로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도 강화해야 한다. 
이는 북한이 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충분조건의 구축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우
크라이나전쟁에서 보듯이 강대국의 세력대결은 접경국의 희생으로 시작된다. 어떠한 승전도 
부전승만 못하다는 손자의 경구62)를 명심하여 한반도 전쟁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그 원인이 
되는 조건과 요인들을 미리 관리해 나가야 한다. 

60)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edited and translated. Carl Von Clausewitz’s On War(New York: 
Everyman’s Library, 1993), p. 96.

61) 제한 핵전쟁에 관해서는 Jeffrey A. Larsen & Kerry M. Kartchner 저, 이성훈·장철운 역. 『21세기 제한 핵전
쟁』(논산: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7)을 참조.

62) ‘百戰百勝 非善之善者也, 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백전백승 비선지선자야, 부전이굴인지병 선지선자
야),’ 노병천. 『도해 손자병법』(서울: 연경문화사, 2012),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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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MSSD나 MDSD 등 엄밀한 비교분석기법으로 국내외 다양한 사례들을 연구하고 
더 정교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본 논문의 한계이며, 추가 연구할 과제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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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War(1950-1953) and 
Nuclear & Missile Conflict(2017-2018): Focused on 

the initiating(conditions and factors) and the 
stop(negotiation process and agenda)

Joengki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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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mistice system is still being activated in Korean peninsula during 70 years. The 

nuclear and missile conflict(2017-2018) between North Korea and United States of 

America(USA) was very different from the Korean war(1950-1953), and was dramatically 

stopped by the Singapore agreement in 2018. Why do we have to think about ‘war’ again 

now? Because the peace system can not be anticipated and the possibility of nuclear war 

is getting increased in Korea. We must prevent it. Therefore, this study diagnosed it wi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wo case, the Korean war(1950-1953) and the nuclear and 

missile conflict in 2017, on the base of comparative analysis. Moreover, the result of 

comparison on the process and agenda of negotiations to stop the war and conflict gave 

the Republic of Korea(ROK) government implications for the roles to prevent wars and 

conflicts. 

As a result, the possibility of ‘war-again’ in Korea is not high. Because North Korea 

has not enough the military capability and opponent’s weak point, and external support. 

That was the differences, but this paper found the strong similarities on war readiness, 

political desire, and geopolitics of North Korea in two cases. Which can be causes to 

outbreak the war or conflict again in Korea. Also, some similarities were found, for 

example, USA had initiatives on the process and sent the final choice to sign the 

agreement. Therefore, ROK have to keep the strong military alliance with USA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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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will to prevent war at the same time. Hard-liners against North Korea in Yoon 

Suk-yeol government should not hesitate to expedite talks between USA and North Korea 

as well as pressures and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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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2021년 기간 중국 안보･국방 토픽 분석
중국 국방부 정례기자회견 텍스트에 대한 동적 토픽 모델링 적용

 

이상국*

Ⅰ. 문제 제기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함의

*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 정치학 박사(중국)/공학 석사(지능형 소프트웨어)
본 졸고에 고견을 제시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본 연구는 2010년대 초반 글로벌 강대국화 전략 채택과 함께 적극적인 대외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중국의 안보･국방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동태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최신의 자연어처리기술을 반영한 BERTopic 알고리즘을 활용해 2011년부터 2021년 

기간 중국 국방부의 정례기자회견 텍스트에 대한 동적 토픽 분석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작업을 통해 본 연구는 최근 10여 년간 출현한 중국의 주요 안보･국방 토픽 20여개

와 이 토픽들의 시계열 및 구성 패턴을 식별, 소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지속적이고 

중요하게 관측되는 토픽, 산발적으로 주목받은 토픽, 특정 시기에만 관심을 끈 토픽들을 확인하고 

이러한 차이를 중국의 안보･국방 상황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가 파악한 중국의 안보･국방 토픽의 진화 패턴은 중국군의 군사력 현대화와 글로벌 

존재감 강화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면서 이를 둘러싼 중국과 유관국 사이의 인지 공방(認知攻
防)이 심화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를 통해 식별된 중국(군)의 돌발적 토픽들

은 중국의 안보･국방 정책이 강대국 간 전략경쟁과 같은 가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불가예측적인 

사회정치적 요인에 의해 도전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디지털 텍스트의 

대량 생산 시대에 자연어처리기술의 성숙과 발전으로 안보･국방 영역에서도 알고리즘 기술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고, 이러한 분석은 연구자의 정성적 분석과 결합될 때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중국, 글로벌 강대국 전략, 안보･국방, 토픽 모델링, BER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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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급속한 경제 성장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를 배경으로 중국은 2010년을 전후해 대만, 남중
국해 등 이른바 ‘핵심이익’(core interest) 문제에서 자국의 이익과 권리를 앞세우는 적극적 
대외 행보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Swaine, 2011). 이와 함께 2012년 중국공산당(중공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를 계기로 중국은 21세기 중엽 글로벌 강대국 건설을 겨냥한 중화민족
의 부흥, ‘강국의 꿈’(强国梦) 실현을 국가전략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한 강한 군대의 건설, ‘강군의 꿈’(强军梦)의 실현을 국가전략과 중국군의 중요 과
제로 채택하였다. 이후 중국군의 현대화 속도가 가속화하고 영토주권과 관련된 핵심이익 문
제에서 중국군의 존재감도 한층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 관련된 다양한 안보･
국방 토픽이 지역과 글로벌 정치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학술 영역에서는 중국의 군사력 건설과 군사능력(Cheung ed.. 2014; 
Cliff, 2015), 중국의 해양전략과 남중국해 갈등(Heritage et al.. 2020; Chan, 2022), 중･
일의 군사전략과 양국 갈등(Garcia, 2019), 대만해협 갈등(Cole, 2017), 중국의 국력 성장
과 대외정책(Prad 2016; Danner, 2018)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리고 이 연구들
은 중국의 국제정치적 부상과 군사력 성장을 배경으로 출현한 다양한 안보･국방 토픽을 식
별하고 이들 토픽의 출현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정책 영역에서는 
미국 의회정례보고서인 ‘중국의 군사 안보 발전’(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일본 방위연구소의 정례 보고서인 ‘중국 안
전 보장 보고’(中国安全保障レポート)와 같이 1년 단위의 연구물이 발행되고 있다. 이러한 
주기적인 보고서 발행 형식의 연구는 중국의 군사와 안보 동향을 추적 파악하는 데 일정한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2010년대 이후 적극적 행보를 본격화한 중국의 안보･국방 동향 전반
을 이해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기존 학술연구는 주로 해양, 군사력 등 특정 연구
주제에 초점을 두고 있어 중국 안보･국방의 전반적 상황과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대부분의 연구는 특정 분석 시기에 초점을 두고 수행됨에 따라 중국 
안보･국방 토픽의 진화 또는 발전 추세를 전면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셋째, 미
국과 일본의 정례 보고서는 이를 종합할 경우 시계열 분석에 기여할 수 있으나 각국의 정책
적 수요에 맞게 특정 토픽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어서 중국의 안보･국방 동향에 대한 체계
적이고 객관적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특정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성적 연구
(qualitative analysis)는 빅데이터 시대 정보 과잉 문제와 겹쳐 연구자의 주관적 신념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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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라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Goette, 2020). 넷째, 기존 
연구는 주로 정성적 연구에 의존하고 있어서 두터운 기술(thick description)이 불가피하고 
이 때문에 중국 안보･국방을 동향을 직관적이고 간결하게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
한 요인들로 실제 글로벌 강대국 건설을 공식화한 이후의 중국 안보･국방 전반과 진화 전
(全) 과정을 간결하게 분석한 기존 연구 성과물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공백
은 중국의 안보･국방, 관련 국제정치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전망 나아가 효과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연구자의 주관성을 상당 정도 배제할 수 있는 텍스트 마이닝
(text mining) 기법을 활용해 2011년 이후 2021년까지 출현한 중국의 안보･국방 토픽에 
대한 종합적, 동태적 분석을 시도한다. 다시 말해 해당 분석 기간 중국 국방부의 연례기자회
견 자료를 대상으로 알고리즘을 활용해 중국 안보･국방 토픽을 식별하고 이 토픽들이 시간
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회귀분석
(regression analysis)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서 규칙성
(패턴)을 발견하는 탐색적 연구(exploratory analysis)에 해당된다(Tukey, 1977). 그리고 
본 연구는 앞서 알고리즘이 식별한 토픽들 중 일부 핵심 토픽을 ‘안보전략’, ‘군사력’, ‘돌발사
건’(突发事件) 범주로 세분하고 정성적 분석을 추가함으로써 중국의 안보･국방에 대한 심층
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작업을 통해 중국의 주요 안보･국방 
토픽의 동태적, 구성적 패턴이 한국의 안보에 갖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텍스트 자동 분석의 안보･국방 연구에 대한 적용 가능성과 기계 지능(텍
스트 마이닝)과 인간 지능(정성적 분석) 결합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러한 분석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선 다음 절에서 분석방법과 분석대상 선정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다. 분석방법 측면에서는 토픽모델(topic model)의 주요 내용과 
학술적 성과에 대해 논의한다. 다음으로 연구목적과 분석방법에 부합하는 적절한 분석 데이터
를 활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국방부의 정례기자회견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제Ⅲ절에서
는 본 연구의 분석절차와 분석방법을 소개한다. 여기에는 데이터의 수집과 사전처리
(preprocessing), 자연어처리기술에 일대 전환을 가져온 BERT 기반 토픽 모델링 기법인 
버토픽(BERTopic)에 대해 논의가 포함된다. 제Ⅳ절에서는 최근 10년간 중국 안보･국방 동향
에 대한 (동태적) 토픽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분석결과는 크게 (1) 전체 분석기간의 토픽 식별과 
시계열적 특징 분석, (2) 주요 안보･국방 토픽에 대한 알고리즘 분석결과에 대한 정성적인 
심층분석 두 영역으로 구분해 제시한다. 마지막 절에는 앞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본 연구의 
분석내용과 분석방법이 학술적, 정책적 측면에서 갖는 의의에 대해 간단히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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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1. 텍스트 마이닝

21세기에 들어서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을 배경으로 다양한 
행위자들이 대량의 디지털 텍스트를 생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빅 텍스트 데이터 
시대의 도래를 배경으로 알고리즘 기술을 이용해 텍스트를 자동으로 분석하려는 노력이 활성화
하기 시작했다. 이 중 텍스트 마이닝은 텍스트로부터 유용한 정보의 추출(information 
retrieval), 텍스트에 드러난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 텍스트 주제 발굴(topic 
modelling) 등에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Benoit, 2020; Egger, 2021; Wang, 2021).

이처럼 텍스트 마이닝은 다량의 데이터를 활용해 유용한 학술적 결과를 도출하고 간결하
게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성적 분석에만 의존할 경우 발생하기 쉬운 연구자의 인지
편향(cognitive bias)에 따른 정보 왜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는 알고리즘 기반 텍스트 
분석기법을 활용할 경우 연구자에 무관하게 동일한 텍스트 데이터에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
용해 유사한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재현가능성(reproducibility)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사실 정성적 접근법에 의한 연구는 연주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텍스트를 독해하고 또 입
력된 자료를 어떻게 처리･정리･분석하는 지 확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질적 연구의 기초가 
되는 현상학적 해석은 많은 경우 연구자 개인의 축적된 경험과 예술적 감, 사전 지식에 의존
하기 때문에 연구자마다 해석결과가 다를 수 있다(박종희, 2015; 이남인, 2014; 김강무, 
2021). 

2. 토픽 모델링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량의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방법 가운데 하나
인 토픽 모델링은 학술연구를 위한 유용한 방법으로 간주되어 왔다. 기계학습(machine 
learning)과 자연어처리기술(natural language processing)에 기초를 두고 있는 이 토픽 
모델링은 구조화되지 않은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에서 주제를 찾아내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맥락과 관련된 단서들을 이용하여 군집화하는(clustering) 방식으로 토픽을 추론한다(송민, 
2017). 

토픽 분석을 위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종류의 기술이 개발되었다. 대표적인 예로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잠재 의미 분석'(Latent Seman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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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LSA), '비음수 행렬 분해'(Non-Negative Matrix Factorisation, NMF), '상관해
석'(Correlation Explanation, CorEX), 'Top2Vec', 'BERTopic' 등이 있다. 이 중 최근 
개발된 BERTopic은 최신의 자연어처기술(BERT)을 채택하면서 주목받고 있다(Egger, 
2021).

이와 같은 토픽 모델링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구조화되지 않은 다량의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숨겨진 구조를 쉽게 발견하고 텍스트의 주제를 식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토픽 모델링 기술
은 이미 국내 정치학과 군사학 연구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관련된 최근 국내 주요 
연구 성과로는 ‘박근혜･문재인 정부 간 대외정책 토픽 비교 분석’(이시온, 2020), ‘북한 뉴스 
담론에 대한 미디어 의제 설정 효과 연구’(김가영, 2020), ‘국내 군사학 학술논문 주제 분류 
연구’(배성호, 2020), ‘유럽의 인공지능 안보화 연구’(황원준, 2021), ‘포퓰리즘 뉴스 분석’(김
찬우, 2021), ‘여성 육군사관생도의 군대사회화 연구’(김인수 등, 2021) 등이 있다.

한편 일반적인 토픽 모델링은 정태적인 관점에서 텍스트의 주제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두
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토픽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David Blei 등은 동적 토픽 모델(dynamic topic model, DTM)을 개발하였다. 동적 토픽 
모델은 시계열적으로 정리된 텍스트 데이터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주제의 진화(the time 
evolution of topics)를 확률적으로 추론한다(Blei et al., 2006).

동적 토픽 모델을 활용한 정치학과 군사학 영역의 기존 연구는 국내에서는 해당 기술의 
적용 어려움 등의 이유로 정태적 토픽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해외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다. 관련 국내외 연구로는 ‘2019 남북미정상회동 이벤트 관련 트윗의 
타임 시퀀스를 활용한 DTM 분석’(고은지 등, 2021), ‘미디어 멀티태스킹과 게이미피케이션
을 통해 발현한 실시간 참여 민주주의 연구’(최선영 등, 2017), 해외 연구로는 ‘유럽 의회의 
정치적 의제 변화 연구’(Greene et al., 2017)  ‘유엔 총회 토론의 시계열 연구’(Lefebure, 
2018),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영국 의회 내 논쟁(Guldi, 2019), ‘러시아 대통령 연설에 대한 
시계열 분석’(Besaw, 2020), ‘신종 코로나 시나리오에서 브라질 정치의 극단화 연
구’(Ebeling, 2021)가 있다.

3. 중국 국방부의 정례기자회견 제도

2007년 12월 중국 국방부는 자국의 국방 사무를 대외에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목적
에서 국방부 대변인(新闻发言人) 제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중국 국방부는 “중국의 국방
과 군대 건설에 대한 중요 소식을 더욱 적시에 발표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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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례기자회견 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였다. 중국 국방부의 최초 정례기자회견(例
行记者会)은 2011년 4월 27일 개최되었고, 이 회견에는 13개 중국 중앙급 언론매체와 해외 
언론매체가 참여하였다. 중국 국방부는 이 기자회견 제도를 통해 중국 국내와 해외 언론매
체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국방과 군대 이슈(토픽)를 대외에 정례적으로 공개
하기 시작했다(童玮玮, 2011; 王晓燕, 2012). 매월 하순 개최되는 중국 국방부의 정례기자
회견은 분석기간(2011년 4월부터 2021년 12월) 동안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이 정례기자회견에서 제기된 기자의 질문과 이에 대한 중국 국방부 대변인의 응답 
내용은 중국 국방부 웹사이트, 신화통신 등의 중국 언론매체 웹사이트, 중앙정부인 국무원
(国务院)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국방부 정례기자회견의 텍스트 
데이터는 중국의 안보･국방 토픽을 시계열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고 있다. 특히 이 텍스트 데이터에서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중국의 안보･국방 토픽에 대해 
발언한 내용은 중국 당국이 해당 토픽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대상과 자료 수집

본 연구는 분석대상 선정과 데이터 수집,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데이터 분석을 
위한 토픽 모델 구축, 모델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실행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우선 분석대상은 2011년 4월 24일부터 2021년 12월 30일 기간 중국 국방부 정례기자회
견에서 내외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국방부 대변인의 답변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11년 8개월
의 분석기간 총 114회 실시된 국방부 정례기자회견의 텍스트 데이터 가운데 2015년 1월부
터~2021년 데이터는 중국 국방부 웹사이트(国防部网, 81.cn)에서 수집하였고, 2011년 4월
부터 2014년 12월 기간 데이터는 국무원신문판공실 웹사이트(国务院新闻办公室网, 
scio.gov.cn), 중국정부 웹사이트(中国政府网, gov.cn）등에서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이렇
게 수집된 기자회견 내용 중 기자의 질문에 대한 국방부 대변인의 개별 응답 데이터를 분석
의 기본 단위인 하나의 ‘문서’(document)로 처리하였다. 이는 국내외 기자와 중국 당국 간
의 합의된 의제를 연구대상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기자의 질문 이전에 중국 당국이 발
표한 내용은 문서에서 배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처리과정을 통해 총 1,822개의 국방부 대
변인 답변 문서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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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텍스트 전처리

앞서 수집한 국방부 대변인 답변 텍스트(‘문서’)는 이후 논의할 BERTopic을 활용해 토픽 
모델 분석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전처리 작업(preprocessing)을 진행하였다. 이 전처리 작
업에는 불용어 처리, 신조어/전문용어 처리, 형태소 분석, 분석대상 데이터 재선정 작업이 
포함된다. 이 중 불용어 처리는 주로 국방부 대변인의 답변 텍스트가 대화체 문장으로 분석
에 불필요한 용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과 관련된다. 이에 더해 대변인 답변 텍스트의 
길이가 비교적 짧은 경우가 많아 연구주제에 벗어난 시간 등의 부사어나 무의미한 전치사구
는 불용어 처리하였다. 불용어 처리된 단어에는 분석에 불필요한 중국어 이외의 특수문자와 
숫자를 제외하고 ‘우리’(我们), ‘동시’(同时), ‘매체보도’(媒体报道), ‘기자’(记者), ‘이러한 상황’
(这个情况), ‘친구들’(朋友们), ‘내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据我了解), ‘다만’(但是), ‘조금전’
(刚才), ‘와 함께’(跟), ‘에 근거해서’(根据) 등이다. 다음으로 신조어나 전문용어는 별도의 사
용자 사전(dictionary)을 구축하여 형태소 분석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였다. 사용자 
사전에는 ‘2포병’(二炮), ‘중인’(中印), ‘중미’(中美), ‘중국공산당 제18대’(党十八), ‘미사일방어’
(反导), ‘사드시스템’(萨德) 등이 포함되었다.

이후 본 연구는 파이썬(Python) 기반 중국어 전용 형태소 분석기인 지에바(Jieba, 结巴)
를 이용해 토큰화(tokenization) 처리하였다. 이와 함께 수차례의 사전 실험에 근거해 최적
의 연구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존 문서 데이터셋에서 토큰 처리된 단어(word)의 개수가 
9개 이상으로 구성된 문서만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1,679개의 토
큰 처리된 문서로 구성된 데이터셋을 마련하였다.

3. 토픽 분석과 동적 토픽 분석

앞서 전처리한 문서(document)를 대상으로 버토픽(BERTopic)을 이용하여 토픽 분석과 
동적 토픽 분석을 수행하였다. 2020년 하반기 처음 발표된 BERTopic은 최신의 자연어처리 
기술을 반영한 토픽 모델 기술로 아래와 같이 ‘문서의 임베딩’(embedding), ‘문서의 군
집’(clustering), ‘토픽 표현’(topic representation) 알고리즘으로 구성된다(Grootendorst, 
2021a; Grootendorst, 2022).. 



72 ❚ 국방연구 65 ‒ 3

<그림 1> 토픽모델 라이브러리 BERTopic의 3개 주요 알고리즘

출처: 아래 그림 수정. “The (BERTopic) Algorithm.” Grootendorst(2021b).

우선 BERTopic의 문서 임베딩 알고리즘은 텍스트 데이터를 임베딩하는 것으로 gensim 
라이브러리의 Word2Vec 등 기존 모델은 물론 최신의 자연어기술인 BERT의 사전(事前) 
학습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어 텍스트에 대한 맥락적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서 
BERT 다국어 사전 학습 모델(paraphrase-multilingual-mpnet-base-v2)을 활용하였다.

둘째, BERTopic의 문서 임베딩 알고리즘은 문서를 군집화하는 것으로 ‘범용 매니 폴드 
학습 및 차원 축소 알고리즘’(UMAP, Uniform Manifold Approximation and Projection)을 
사용하여 임베딩의 차원을 줄이고 ‘계층적 밀도 기반 군집분석’(hierarchical DBSCAN, 
HDBSCAN) 기술을 사용하여 차원 축소된 임베딩을 군집화(clustering)하고 의미적으로 유사
한 문서 클러스터를 생성한다. 퍼지 이론(fuzzy logic)에 바탕을 둔 UMAP는 성능과 속도 
측면에서 기존에 주로 이용해온 주성분분석(PCA)이나 T-SNE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HDBSCAN은 DBSCAN에 기반을 둔 기술로 관련이 없는 문서의 군집화를 방지함으로써 
토픽 표현력을 높을 수 있다.

셋째, 토픽 포현 알고리즘은 토픽 분석의 마지막 단계 기술로 ‘클래스 기반 TF-IDF’(class 
based TF-IDF, c-TF-IDF)와 주제 중복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최대 한계 관련
성’(maximal marginal relevance, MMR) 기법을 활용해 최종적으로 토픽을 생성하게 된
다. 여기서 클래스 기반 TF-IDF는 기존 TF-IDF를 발전시킨 것으로 기존 기술이 개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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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단어만을 고려하는 것과 다른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클래스 기반 TF-IDF는 분석 
과정에서 문서들을 군집화, 곧 임의의 클래스로 구분하고 이 클래스 내의 단어들의 중요성
을 고려하면서 토픽을 추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언급한 BERTopic의 알고리즘을 활용해 토픽 분석을 실시하고 이 분
석결과를 그대로 활용해 다시 BERTopic이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해 동적 토픽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 LDA 등을 분석하기 위한 기존 라이브러리들(예를 들면, Python 기반 사
이킷런[scikit-learn] 라이브러리)과 달리 BERTopic은 이러한 작업을 자동으로 진행해 준
다. 곧 BERTopic의 동적 토픽 모델 분석은 각각의 시간(timestep)에 맞춰 c-TF-IDF 표현
(representation)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그 분석결과를 시간에 따라 ‘진화하
는’(evolutionary) 방식의 그래프로 보여준다.

한편 BERTopic이 이처럼 최신의 언어 모델, 문서의 차원 축소와 군집, 토픽 표현 기술, 
그래프의 자동 생성 기술을 적용한 데 대한 학계의 관심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2022년 개
발자의 공식 논문(Grootendorst, 2022)이 출판되기도 전에 이를 응용한 여러 학술 연구
(Ebeling, 2021; Silva, 2021; Dua, 2021; 冯泽琪等, 2022), 해당 기술에 대한 평가와 실
험(Egger, 2021; Abuzayed, 2021)이 진행되었다.

Ⅳ. 분석결과

1. 분석 전(全) 기간 토픽 식별과 시계열 분석

가. 중국의 주요 안보･국방 토픽 식별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분석방법에 따라 2011년 4월부터 2021년 12월 기간 실시된 중국 
국방부 정례기자회견의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 BERTopic 알고리즘을 활용해 토픽 분석을 
실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BERTopic의 UMAP 확률 과정을 거쳐 중국의 주요 안보･
국방 토픽 21개를 식별하였다. BERTopic이 생성한 토픽 대표 단어 9개와 각 토픽으로 분
류･할당된 문서(document)를 참조해 연구자가 직접 이름 붙인 21개 토픽은 <표 1>과 같이 
토픽_0(T0) ‘안보목표’(해당 토픽으로 군집된 문서 수는 233개, 이하 숫자는 문서 수), 토픽
_1(T1) ‘중국 국방정책의 기초 사상’(117개), 토픽_2(T2) ‘주변지역안보’(97개), 토픽_3(T3) 
‘주요 군사관계’(96개), 토픽_4(T4) ‘중일관계’(79개), 토픽_5(T5) ‘군사훈련’((64개), 토픽
_6(T6) ‘해군력 건설’(61개), 토픽_7(T7) ‘중러 군사협력’(58개), 토픽_8(T8) ‘국방 고위층 교



74 ❚ 국방연구 65 ‒ 3

류’((58개), 토픽_9(T9) ‘해외 군사운용’(50), 토픽_10(T10) ‘군대인재 양성’(38개), 토픽
_11(T11) ‘전염병 방역’(32개), 토픽_12(T12) ‘공중안보’(24개), 토픽_13(T13) ‘사이버 안
보’(20개), 토픽_14(T14) ‘비전통 국제협력’(20개), 토픽_15(T15) ‘비전통안보 대응(지
상)’((19개), 토픽_16(T16) ‘군내 반부패’(17개), 토픽_17(T17) ‘홍콩 사무’(16개), 토픽
_18(T18) ‘국제학술교류’((16개), 토픽_T19 ‘퇴역군인 대우’(11개), 토픽_20(T20) ‘국제 군
사체육 교류’(10개)이다1) <표 1>은 안보 차원에서 비교적 중요도가 떨어지고 출현 빈도가 
낮은 국제 군사체육 교류를 제외한 20개 토픽과 그 대표 어휘(단어)에 관한 자료이다.

<표 1> 2011년~2021년 기간 중국의 주요 ‘안보･국방’ 토픽과 그 대표 어휘

T0. 안보목표

(233)

T1. 국방정책 기초

(117)

T2. 주변지역안보

(97)

T3. 주요 군사관계

(96)

미측(美方)

중국(中国)

중측(中方)

남중국해(南海)

주권(主权)

국가(国家)

수호(维护)

평화(和平)

발전(发展)

중국공산당(中国共产党)

군대(军队)

학습(学习)

제도(制度)

중앙군위(中央军委)

영도(领导)

인민(人民)

신시대(新时代)

전군(全军)

평화(和平)

중인(中印)

안정(稳定)

국경지역(边境地区)

지역(地区)

국가(国家)

수호(维护)

중측(中方)

안녕(安宁)

양국군(两军)

관계(关系)

미중(中美)

발전(发展)

협력(合作)

합의(共识)

교류(交流)

안정(稳定)

해공(海空)

T4. 중일관계

(79)

T5. 군사훈련

(64)

T6. 해군력 건설

(61)

T7. 중러군사협력

(58)

일측(日方)

일본(日本)

역사(历史)

중국(中国)

이웃국가(邻国)

중측(中方)

고도(高度)

국제사회(国际社会)

아시아(亚洲)

훈련(训练)

군사훈련(军事训练)

연병(练兵)

부대(部队)

합동훈련(联训)

능력(能力)

연습(演习)

전군(全军)

실전(实战)

항모(航母)

실험(试验)

건조(建造)

과학연구(科研)

플랫폼(平台)

업무(工作)

계획의거(按计划)

건설(建设)

해군(海军)

중러(中俄)

양국군(两军)

전략(战略)

연습(演习)

협력(协作)

협력(合作)

동반자관계(伙伴关系)

연합(联合)

해상연합(海上联合)

1) 토픽 분석결과 어느 토픽으로도 분류되지 않은 543개의 외생 문서(outliner)가 발생했다. 이들 유형의 문서들을 
직접 살펴보면 여러 토픽에 포함될 수 있는 단어들이 중복 출현하거나 주요 토픽으로 분류하기에는 문서 개수가 
적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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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8. 국방고위층교류

(58)

T9. 해군활동

(50)

T10. 군대인재양성

(38)

T11. 전염병 대응

(32)

국방장관(国防部长)

협력(合作)

회견(会见)

장관(部长)

양국군(两军)

국무위원(国务委员)

요청(邀请)

지도자(领导人)

국방사무(防务)

해상호송(护航)

해군(海军)

중국(中国)

집행(执行)

선박(船舶)

평화방주(和平方舟)

의료선(医院船)

소말리아(索马里)

아데만(亚丁湾)

학생모집(招生)

업무(工作)

징병(征兵)

대학생(大学生)

학생(学生)

졸업생(毕业生)

청년(青年)

모집(招收)

(군사)대학(院校)

전염병발병상황(疫情)

방역(防控)

신종코로나(新冠)

백신(疫苗)

군대(军队)

방역(抗疫)

페렴(肺炎)

제공(提供)

원조(援助)

T12. 공중안보

(24)

T13. 사이버 안보

(20)

T14. 비전통 국제협력

(20)

T15. 

비전통안보대응(지상)

(19)

비행(飞行)

공역(空域)

민항(民航)

방공식별구(防空识别区)

항공편(航班)

항로(航线)

동중국해(东海)

항공기(航空器)

무인기(无人机)

사이버안보(网络安全)

네트워크(网络)

사이버공간(网络空间)

정탐(窃密)

미측(美方)

사이버공격(网络攻击)

미국(美国)

해커공격(黑客攻击)

사건(事件)

대테러(反恐)

연합(联合)

회원국(成员国)

상해협력기구(上合组织)

연습(演习)

연습참여(参演)

상해협력기구(上海合作组织)

연합훈련(联合训练)

협력(合作)

재난구제(抢险救灾)

재난구제(救灾)

군중(群众)

무장경찰부대(武警部队)

구조(救援)

지진대응재난구제(抗震救灾)

업무(工作)

재난지역(灾区)

응급(应急)

T16. 군내 반부패

(17)

T17. 홍콩사무

(16)

T18. 국제학술교류

(16)

T19. 퇴역군인 대우

(11)

치군(治军)

쉬차이호(徐才厚)

사건(案件)

부패인사(腐败分子)

단속(查处)

부패(腐败)

법의거(依法)

군대(军队)

곳(之地)

홍콩(香港)

주둔군(驻军)

홍콩주둔부대(驻港部队)

홍콩주둔부대(驻香港部队)

번영(繁荣)

순환교대(轮换)

수행(履行)

홍콩시민(香港市民)

직책(职责)

토론(论坛)

향산토론(香山论坛)

국제(国际)

참가(参加)

협력(合作)

국가(国家)

국방사무(防务)

전문가(专家学者)

베이징(北京)

퇴역(退役)

퇴역군인(退役军人)

노병(老兵)

병사(士兵)

군인(军人)

인민(人民)

중공당중앙(党中央)

배치(安置)

사무부(事务部)

나. 안보･국방 토픽의 발전 추세에 대한 시계열 분석

비교적 중요한 중국의 주요 20개 안보･국방 토픽은 <그림 2>와 같이 2011년~2021년 기간 
출현 추이를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주목을 받은 토픽, 간헐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은 토픽,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은 토픽, 일시적인 관심 대상이 된 토픽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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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적으로 높은 주목도를 보인 토픽

전 분석기간 다른 토픽들에 비해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빈번하게 거론된 토픽들이 있다. 
이러한 토픽은 중국의 국가안보목표나 국방정책의 기본 토대와 관련된 토픽_0 ‘안보목표’, 
토픽_1 ‘국방정책의 기초사상’이다. 이중 국방정책의 기초사상은 중국군 개혁조치가 공식화
한 2015년 이후 관심도가 크게 증가했다. <그림 3>과 같이 이들 토픽에 대한 논의는 최근 
들어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BERTopic의 자동계산 결과에 따르면 중 토픽_0 중국의 안보목표를 구성하는 주요 단어
는 출현빈도 순으로 미측(美方), 중국(中国), 중측(中方), 남중국해(南海), 주권(主权), 국가(国
家), 수호(维护), 평화(和平), 발전(发展)이다. 토픽_1 중국 국방정책의 기초 사상을 구성하는 
주요 단어는 출현 빈도순으로 중국공산당(中国共产党), 군대(军队), 학습(学习), 제도(制度), 
중앙군사위원회(中央军委), 영도(领导), 인민(人民), 신시대(新时代), 전군(全军)이다.

(2) 간헐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은 토픽

<그림 4>와 같이 간헐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은 안보･국방 토픽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토
픽들은 주요 강대국 관계나 주변지역 안보 문제들과 관련된다. 이러한 유형의 토픽에는 토
픽_2 ‘주변지역 안보’, 토픽_3 ‘주요 군사관계’, 토픽_4 ‘중일관계’, 토픽_7 ‘중러 군사협력’ 
토픽이다.

이 중 토픽_2 ‘주변지역 안보’를 구성하는 주요 단어는 출현빈도 순으로(이하 같음) 평화
(和平), 중인(中印), 안정(稳定), 국경지역(边境地区), 지역(地区), 국가(国家), 수호(维护), 중측
(中方), 안녕(安宁)이다. 토픽_3 ‘주요 군사관계’의 주요 단어는 양국군(两军), 관계(关系), 미
중(中美), 발전(发展), 협력(合作), 합의(共识), 교류(交流), 안정(稳定), 해공(海空)이다. 토픽_4 
‘중일관계’의 주요 단어는 일측(日方), 일본(日本), 역사(历史), 중국(中国), 이웃국가(邻国), 중
측(中方), 고도(高度), 국제사회(国际社会), 아시아(亚洲)이다. 토픽_7 ‘중러 군사협력’의 주요 
단어는 중러(中俄), 양국군(两军), 전략(战略), 연습(演习), 협력(协作), 협력(合作), 동반자관계
(伙伴关系), 연합(联合), 해상연합(海上联合)이다. 

(3) 대체로 지속적인 관심을 받은 토픽

분석기간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은 안보･국방 토픽들이 존재한다. 
이 토픽들은 대체로 일반적인 안보 문제, 국방사무, 군사력 건설/운용과 관련된 토픽이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주요 토픽은 토픽_5 ‘군사훈련’, 토픽_6 ‘해군력 건설’, 토픽_8 ‘국방 



2011년-2021년 기간 중국 안보･국방 토픽 분석 ❚77

고위층 교류’, 토픽_9 ‘해외 군사운용’, 토픽_10 ‘군대인재 양성’, 토픽_13 ‘사이버 안보’, 토
픽_14 ‘비전통 국제협력’, 토픽_15 ‘비전통안보 대응(지상)’, 토픽_18 ‘국제학술교류’이다.

토픽_5 ‘군사훈련’의 주요 대표 단어는 훈련(训练), 군사훈련(军事训练), 연병(练兵), 부대
(部队), 합동훈련(联训), 능력(能力), 연습(演习), 전군(全军), 실전(实战)이다. 토픽_6 ‘해군력 
건설’의 주요 단어는 항모(航母), 실험(试验), 건조(建造), 과학연구(科研), 플랫폼(平台), 업무
(工作), 계획의거(按计划), 건설(建设), 해군(海军)이다. 토픽_8 ‘국방 고위층 교류’의 주요 구
성 단어는 국방장관(国防部长), 협력(合作), 회견(会见), 장관(部长), 양국군(两军), 국무위원
(国务委员), 요청(邀请), 지도자(领导人), 국방사무(防务)가 채택되었다. 토픽_9 ‘해외 군사 
운용’의 경우 해상호송(护航), 해군(海军), 중국(中国), 집행(执行), 선박(船舶), 평화방주(和平
方舟), 의료선(医院船), 소말리아(索马里), 아데만(亚丁湾)이 주요 대표 단어로 선택되었다. 
토픽_10 ‘군대인재 양성’은 학생모집(招生), 업무(工作), 징병(征兵), 대학생(大学生), 학생(学
生), 졸업생(毕业生), 청년(青年), 모집(招收), 대학(院校)이 그 주요 단어에 포함되었다. 토픽
_13 ‘사이버 안보’의 경우 사이버안보(网络安全), 네트워크(网络), 사이버공간(网络空间), 정
탐(窃密), 미측(美方), 사이버공격(网络攻击), 미국(美国), 해커공격(黑客攻击), 사건(事件)이 
주요 단어로 선정되었다. 토픽_14 ‘비전통 국제협력’의 주요 단어는 대테러(反恐), 연합(联
合), 회원국(成员国), 상해협력기구(上合组织), 연습(演习), 연습참여(参演), 상해협력기구(上
海合作组织), 연합훈련(联合训练), 협력(合作)이다. 토픽_15 ‘지상 전쟁외 군사작전’의 주요 
단어는 재난구제(抢险救灾), 재난구제(救灾), 군중(群众), 무장경찰부대(武警部队), 구조(救
援), 지진대응재난구제(抗震救灾), 업무(工作), 재난지역(灾区), 응급(应急)이다. 마지막으로 
토픽_18 ‘국제학술교류’의 주요 단어는 토론(论坛), 향산토론(香山论坛), 국제(国际), 참가
(参加), 협력(合作), 국가(国家), 국방사무(防务), 전문가(专家学者), 베이징(北京)이다.

한편 지속적인 관심 대상 토픽 가운데 토픽_5 ‘군사훈련’, 토픽_10 ‘군대인재 양성’은 관심
도가 점차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반면 토픽_6 해군력 건설 토픽은 2011년 이후 관심이 상
대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특정 또는 일정 시기 관심이 집중된 토픽

2011년 이후 중국의 주요 안보･국방 토픽 중에는 특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것들이 있다. 이러한 유형에는 토픽_11 ‘전염병 방역’, 토픽_12 ‘공중안보’, 토픽_16 ‘군내 
반부패’, 토픽_17 ‘홍콩 사무’, 토픽_T19 ‘퇴역군인 대우’, 토픽_20 ‘국제군사체육교류’가 포
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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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_11 ‘전염병 대응’은 주로 2020년 이후 신종 코로나 사태에 집중되고 있고, 주요 관
련 단어는 전염병 발병상황(疫情), 방역(防控), 신종코로나(新冠), 백신(疫苗), 군대(军队), 방
역(抗疫), 페렴(肺炎), 제공(提供), 원조(援助)이다. 토픽_12 ‘공중(空中)안보’의 주요 단어는 비
행(飞行), 공역(空域), 민항(民航), 방공식별구역(防空识别区), 항공편(航班), 항로(航线), 동중
국해(东海), 항공기(航空器), 무인기(无人机)이다. 토픽_16 ‘군내 반부패 는 2016년 쉬차이후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숙청 공식화와 2019년 궈바이슝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숙청 
시 관심이 집중됐다. 토픽_16의 주요 단어는 치군(治军), 쉬차이후(徐才厚), 사건(案件), 부패
인사(腐败分子), 단속(查处), 부패(腐败), 법의거(依法), 군대(军队), 곳(之地)이다. 토픽_17 
‘홍콩 사무’는 2020년 전후 홍콩 시위 격화와 관련돼 주목 받았다. 주요 관련 단어는 주둔군
(驻军), 홍콩주둔부대(驻港部队), 홍콩주둔부대(驻香港部队), 번영(繁荣), 순환교대(轮换), 수
행(履行), 홍콩시민(香港市民), 직책(职责)이다. 토픽_19 ‘퇴역군인 대우’는 2018년 전후 시
점에 주목된 토픽으로 주요 관련 단어는 퇴역(退役), 퇴역군인(退役军人), 노병(老兵), 병사(士
兵), 군인(军人), 인민(人民), 중국공산당 중앙(党中央), 배치(安置), 사무부(事务部)이다. 이밖
에 최근 일시적으로 주목 받은 토픽_20 ‘국제군사체육교류’의 주요 단어는 경기(比赛), 경기 
참가(参赛), 항목(项目), 국제군사경기(国际军事比赛), 우리군(我军), 경기개최(办赛), 군사단
체(军体), 단일항목(单项), 단체(团体)이다.

(5) 안보･국방 토픽의 시계열적 패턴과 함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2010년대 초 중국의 ‘강국몽’(强国梦), ‘강군몽’(强军梦) 구상이 
본격화한 이후 20여 개의 다양한 주요 안보･국방 토픽이 출현하였다. 그리고 이들 안보･국
방 토픽은 시계열적 측면에서 몇 가지 주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선 중국의 ‘강국몽’과 
‘강군몽’ 구상의 목표와 논리와 관련되는 중국의 안보목표, 국방정책 기초사상 토픽은 분석 
기간 내내 강조되면서 주목받았고 최근 들어 관련 논의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안보목표와 군사력 현대화 문제가 중국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국방부 기자회
견을 통해 중국 당국의 해명이 잦아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주변 지역 관련 안보 
토픽, 중국의 주요 군사관계 토픽, 주요 강대국 관련 토픽도 종종 국내외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강대국화를 지향하는 중국의 적극적 대외정책과 주변지역 군사활
동이 종종 주변국이나 다른 강대국 관계에서 국제정치적 문제를 유발하면서 외부의 우려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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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1년~2021년 기간 중국의 주요 안보･국방 토픽의 변화 추이

<그림 3> 전 분석기간 전반적으로 높은 주목도를 보인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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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간헐적으로 관심이 증폭된 토픽

<그림 5> 특정(또는 일정) 시기 관심이 증폭된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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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주별 주요 토픽에 대한 상세 분석

앞서 언급한 중국의 안보･국방 토픽은 안보전략 토픽, 군사력 건설/운용 토픽, 불가예측적
인 토픽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전체 21개 토픽 가운데 중국의 글로벌 강대국과 
강군 건설 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13개 토픽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가. 안보전략 층위의 주요 토픽

안보전략 층위의 토픽은 중국의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과 연계된 토픽으로 중국의 안보
목표(T0), 국방정책의 기초사상(T1), 지역안보정책(T2), 주요 군사관계 토픽(T3)이 여기에 
포함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들 토픽은 2011년~2021년 기간 중국 국방부 정례기자회
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된 토픽으로 대부분의 기간 또는 간헐적으로 높은 수준의 주목도를 
보여 왔다.

이 네 가지 토픽 중 중국의 ‘안보목표’ 토픽은 앞서 언급한 주요 대표 단어 9개, BERTopic이 
제시한 대표 문서 등 해당 토픽으로 분류된 문서를 살펴볼 때 중국의 군사력 건설목표, ‘핵심이
익’(남중국해, 대만) 수호와 같은 하위토픽으로 구성된다. 해당 토픽으로 분류된 문서를 살펴보
면 <표 2>와 같이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의 군사력 발전과 관련하여 “중국은 방어적 
성격의 국방정책과 적극적 방어의 군사전략을 견지하고 있고, 무기장비의 발전의 발전은 국가
안보 수호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국가와 특정 목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2013년 11월 정례기자회견, 이하 기자회견 시점). 이와 함께 중국은 자국의 군사력 
건설과 운용은 국가주권이나 영토 완정(完定)과 관련된 ‘핵심이익’ 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태도
다. 예를 들면 중국은 난사군도의 군사시설 건설과 시설 보호는 정당한 행위로 이러한 조치는 
법에 따른 것이자 중국에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2015년 1월). 대만의 경우 중국의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으로, 중국군의 대만해협 부근 군사연습은 대만 분열주의 세력의 독립 기도와 
외부세력의 간섭을 겨냥한 것이라는 태도다(2021년 4월).

다음으로 중국의 국방정책 기초사상 토픽은 중국 국방정책의 사상적, 이론적 근거와 관련
된 하위토픽으로 구성되고 항일전쟁/반파시즘, 세계 평화와 안정, 신시대 강군사상이 여기
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중국 국방부는 2015년 베이징 열병식과 관련해 “2015년은 항일전
쟁과 세계 반파시스전쟁 승리 70주년으로, 중국은 세계 반파시스트전쟁 동방(东方)의 주전
장이었으며 열병식의 주요 목적은 과거 역사의 기억, 선열 회고, 평화 중시, 미래 개창(開創)”
이라고 밝혔다(2015년 3월). 그리고 중국은 세계 평화와 안정 수호의 국제 실천에서 중국 
군대와 군인은 뺄 수 없다면서 지난 40년간 중국은 ‘빈곤’에서 ‘부유’로 ‘폐쇄’에서 ‘개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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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해 오면서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던 데서 국제사무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이다(2018년 12월). 이와 함께 중국 국방 당국은 ‘시진핑 강군사상’(习近平强军思想)과 ‘신
시대 군사전략방침’(新时代军事战略方针) 관철 차원에서 군사정책제도개혁, 합동작전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보였다(2020년 11월).

셋째, 주변국 안보정책 토픽은 중국-인도 국경 분쟁, 한반도, 주변국 정책과 같은 하위토
픽으로 구성된다. 주변국 정책 토픽에서 중국은 ‘주변 운명공동체’(周边命运共同体) 건설, 이
웃을 선으로 대하고 동반자로 여기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주변국가와 우호 협력 
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영토주권과 해양 권역 분쟁을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한편 국가주권/안전/해양이익 수호를 결연히 수호한다는 입장이다(2020년 5월). 중국-인도 
국경 분쟁 토픽에서 중국은 양국 간 국경지역 평화와 안녕은 쌍방의 중요 합의로서 인도가 
국경지역의 평화, 안정, 안녕을 위해 더욱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2011년 10월). 한반도 토픽의 경우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
한 문제 해결 지지라는 3개 원칙(2017년 12월), 미군 사드 시스템(THAAD)의 한국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2018년 8월)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주요 군사관계 토픽은 미중, 중일 등 양자 간 주요 군사관계에 관한 토픽이다. 
대표적인 하위토픽은 2014년 중일 해상 연락메커니즘 수립에 관한 것이다. 당시 중국 국방
부는 해당 사항은 양국과 양국군 리더십의 합의 사항으로 해상과 공중에서의 우발충돌 방지
에 기여하고 국방 안보와 상호신뢰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2014년 11월). 다른 
하위토픽은 미중 군사관계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면 2019년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미중 
군사관계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양국간 의견 대치보다 합의
가 크고 갈등보다 협력이 많다고 주장했다(2019년 10월). 2021년 10월 국방부 대변인은 
“미중 군사관계는 양국 관계의 중요 구성 부분으로 중국은 양국군 관계의 발전에 대한 입장
은 일관되고 분명하고 동시에 적극적이고 솔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1년-2021년 기간 중국 안보･국방 토픽 분석 ❚83

<표 2> 안보전략 층위의 주요 토픽

토픽
시점 문서(주요내용)

종류 하위

T0.

안보

목표

군사력

건설

2013

11

“关于中国国防工业建设发展情况，请向国家有关部门了解。需要强调的是，中

国坚定奉行防御性的国防政策和积极防御的军事战略，发展武器装备是为了满
足维护国家安全的需要，不针对任何国家和特定目标。”

► 중국의 국방정책은 방어적인 것이고, 무기장비 발전은 국가안보 요구를 만족시키 

위한 것

남중

국해

2015

1

“中方在南沙岛礁上进行的建设和设施维护都是正当的，也是依法拥有的权利，

其他国家无权对此说三道四。”

► 중국의 난사군도 시설 건설은 정당하고 법에 따른 것임

대만

독립

2021

4

“台湾是中国不可分割的一部分。解放军在台海附近举行演训活动，针对的是“台

独”分裂势力谋“独”挑衅和外部势力干涉

►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 대만해협 부근 군사연습은 독립세력/외부세력 간섭을 겨

냥한 것

T1.

국방

정책

기초

항일

전쟁

반파

시즘

2015

3

“今年是中国人民抗日战争暨世界反法西斯战争胜利70周年。作为世界反法西斯

战争东方主战场，中国将于今年9月在北京举行阅兵式，目的是为了铭记历
史，缅怀先烈，珍视和平，开创未来。”

► 베이징 열병식은 항일전쟁과 세계 반파시스전쟁 승리 기념, 선열 회고, 평화 중

시, 미래 개창(開創) 목적

세계

평화

안정

2018

12

“在维护世界和平稳定的国际实践中会缺少中国军队和中国军人的身影。一个
国家筚路蓝缕，一支军队百炼成钢。40年来，从贫穷到富裕，从封闭到开放，

从聚焦自身到国际担当，中国走过了一条极不平凡的道路。”

► 세계 평호와 안정 수호의 국제실천에서 중국 군대와 군인은 뺄 수 없음

신시대

강군

사상

2020

11

“为深入贯彻习近平强军思想，深入贯彻新时代军事战略方针，根据军事政策

制度改革总体部署，着眼我军联合作战新情况新问题，坚持继承与创新、理论
与实践相结合，拟制出台《纲要》，对巩固国防和军队改革成果、推动解放和发
展我军联合作战能力，具有重要意义。”

► 시진핑 강군사상, 신시대 군사전략방침 관철

T2.

지역

안보

정책

중인

국경

2011

10

“保持中印边境地区的和平与安宁是中印双方达成的重要共识。希望印方多做有

利于中印边境地区和平、稳定与安宁的事情，而不是相反。”

► 중인 국경의 평화와 안녕 유지는 양국의 중요한 합의

한반도

2017

12

“中方对于朝鲜半岛的原则立场是清晰而明确的。我们坚持实现半岛无核化，坚
持维护半岛和平稳定，坚持通过和平谈判协商解决问题。中国政府和军队一贯
严格执行联合国有关决议。”

►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지지

2018

8

“在半岛问题上，中方“三个坚持”的立场是非常明确的，我们希望有关各方多做

有利于半岛和平稳定的事情，而不是相反。关于你刚才提到的“萨德”系统，中方

反对美在韩部署“萨德”的立场坚定不移，中国军队将始终以实际行动捍卫国
家安全和地区和平稳定。“

► 중국 (한반도정책) 3개 원칙 견지, 사드 입장 불변, 중국군 실제 행동으로 국가안

보 실현할 것



84 ❚ 국방연구 65 ‒ 3

나. 주요 군사력 건설･운용 토픽

군사력 건설/운용 관련 주요 토픽에는 해군력 건설(T6), 군사훈련(T5), 군대인재 양성
(T10), 해외 군사 운용(T9), 비전통안보 대응(지상)(T15)이 포함된다.

우선 중국의 해군력 건설 토픽은 주로 항공모함 등 해상 무기플랫폼 건조 관련 하위토픽
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2012년 5월 국방부 정례기자회견에서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011년 8월 이후 중국의 항모 플랫폼 해상에서 수차례 시험을 거쳤고 향후 계획에 따라 
다른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이러한 시험은 정상적이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중국 국방부는 새로운 항모가 건설 중임을 확인해 주기도 했다(2016년 3월). 최근에는 055
호 구축함이 순조롭게 건조된 가운데 해상 시험을 마무리하고 중국 해군에 복역하기 시작했
다고 발표했다. 중국 국방부는 이 구축함은 중국이 독자 개발한 1만톤급 구축함으로 중국 
해군의 전략적 전환의 발전을 보여주는 지표적 성격의 성취라고 주장했다(2021년 3월).2)

중국군의 군사훈련 토픽의 경우 중앙군사위원회의 군사훈련지침이나 각 군종의 군사훈련 
관련 하위토픽들로 되어 있다. 중국 국방부는 정례기자회견에서 “중국군은 시진핑 주석의 
군사훈련 개시 동원령과 중앙군사위원회 군사훈련회의의 정신을 관철하기 위해 전투 대비에 
집중하고 군사훈련 전환과 질적 제고를 가속하기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2) 최근 중국군은 해군 건설목표로 ‘근해방어와 원해 방위의 결합’(海防御与远海防卫相结合)을 넘어서 ‘원해방위
로의 전환’(向远海防卫型转变)을 강조하고 있다.

토픽
시점 문서(주요내용)

종류 하위

주변국

정책

2020

5

“中方始终着眼构建周边命运共同体，一贯奉行“与邻为善、以邻为伴”的周边外

交方针，全面发展与周边各国的友好合作关系，致力于通过和平方式解决领土

主权和海洋权益争端，同时坚定不移捍卫国家主权、安全和海洋权益。“

► 중국은 주변 운명공동체 건설, 이웃을 선으로 대하고 동반자로 여기는 정책 견지

T3.

주요

군사

관계

중일

핫라인

2014

11

“建立中日防务部门海上联络机制是两国和两国防务部门领导人达成的共识，

有利于避免因误判引发海空意外事件，增进两国防务安全互信。

► 중일 해상연락메커니즘 수립은 양국(군)의 합의로 우발충돌 방지에 기여

중미

군사

관계

2019

10

“中美两军关系的发展，不可能都是阳光灿烂，也不会总是乌云密布。总的看，

两军关系是稳定向前的，共识大于分歧，合作多于摩擦。习近平主席和特朗普总
统同意推进以“协调、合作、稳定”为基调的中美关系，为发展两国两军关系指

明了方向。“

► 중미 군사관계는 안정적, 대치보다 합의가 크고 갈등보다 협력이 많음

2021

10

“中美两军关系是两国关系的重要组成部分，中方对发展两军关系的态度是一

贯的、明确的，也是积极的、坦诚的。”

► 중미 군사관계는 양국관계의 중요 구성부분으로 발전에 대한 입장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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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그리고 남해함대 예비역의 해상연습 참가(2015년 6월), ‘체계작전능력’(体系
作战能力) 검증을 위한 로켓군의 군사훈련활동이 소개되기도 했다(2018년 11월).

군대인재 양성 토픽은 군 교육기관의 인재 양성 등과 관련된 토픽으로 군 교육기관 인력
구조, 군 교육기관 신입생 모집에 관한 하위토픽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중국 국방부 발표
에 따르면, 최근 군대학 교원, 과학연구, 엔지니어링, 의료 등 전문직 임용 인력 중 석사 졸업
자 이상자가 72%를 차지하고 있고, 칭화대, 베이징대 등 ‘985공정’(985工程), ‘211공
정’(211工程) 등 중점 대학교가 47%를 점유했다(2015년 9월).3) 그리고 중국군은 군 대학개
혁과 군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실시하는 등 군사교육의 현대화 수준 제고
와 신형 군사인재 양성 시스템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2018년 9월). 이와 함께 2021년 
중국 군사대학은 신입생 모집계획에 따라 27개 군사대학에서 1만 3천여 명의 신입생을 모
집했다. 신입생 모집 대학에는 1개 중앙군사위원회 직속대학, 10개 육군대학, 5개 해군대학, 
4개 공군대학, 1개 로켓군대학, 2개 전략지원부대대학, 4개 무장경찰대학이 포함되어 있다
(2012년 6월).

중국군의 해외 군사운용 토픽은 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 토픽과 관련되고 군종별로는 해
군 관련 토픽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군 국방부에 따르면 2008년 12월 유엔의 요청으로 처
음으로 중국 해군이 아덴만과 소말리 해역에서 호송 임무를 수행한 이후 2017년 초까지 26
회 걸쳐 호송편대 편성, 6천여 건의 선박에 대한 호송작전을 수행하였다. 이들 선박의 50% 
이상은 외국 선박이거나 세계식량기구 선박이었다(2017년 4월). 그리고 2019년 중국 해군
은 ‘해양 운명 공동체’(海洋命运共同体) 건설을 주제로 한 다국적 해군활동을 주최하고 해양 
평화 공동 수호, 해양질서 공동 공고화, 해양번영 공동 촉진을 강조하였다(2019년 4월). 
2021년 개최된 국방부 정례기자회견에서는 중국군의 유엔평화유지 활동이 중국이 대국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중국은 유엔의 창립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
국으로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21년 7월).

비전통안보 대응(지상) 토픽은 자연재해 등 비전통안보에 대한 중국군과 무장경찰부대의 
대응과 관련된 하위토픽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토픽으로 분류된 문서(document)들에 따
르면, 중국군은 2005년 이후 ‘돌발사건’ 처리를 위한 응급지휘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가운데 
중앙군사위원회의 총부(总部), 군구(军区), 각 군종과 병종 지휘부대에 돌발사건 대응 영도
소조, 특히 총참모부에는 응급판공실을 설치하였다(2012년 7월)4). 중국군과 무장경찰은 

3) 985공정은 약간의 세계 일류대학과 일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대학 건설을 위한 중국 교육부의 교육계획을 
가리킨다. ‘211공정’은 21세기를 맞아 100개 전후의 고등교육기관과 일군의 중점학과 건설에 대한 중국 교육부
의 프로젝트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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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폭우로 인해 허난(河南) 등지에서 중대한 인명과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구조활동을 전개한 것처럼(2021년 7월) 주로 국내 재난구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2005년 네팔 지진 발생 당시에는 국내 재난구조뿐만 아니라 네팔 지원 활동도 병행하였다
(2015년 4월).

<표 3> 주요 군사력 건설･운용 토픽

4) 총부는 2016년 1월 중국군 조직 개편 이전까지 존재했던 중앙군사위원회 산하 중국군 최고지휘기관인 총참모
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장비부를 가리킨다. 2015년 중국군 개혁으로 해체되기 전까지 존재했던 육군 위주의 
군사단위로 군사력 건설과 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토픽
시점 문서(주요내용)

종류 하위

T5.

군사

훈련

해군

훈련

2015

6

“是南海舰队落实年度训练计划，组织预备役人员开展海上演练，对此无

需进行过度解读。至于预备役人员参加这次演练的情况，新闻媒体已经做了

报道。”

► 남해함대 정례훈련계획 수행, 예비역 해상연습 실시

로켓군

훈련

2018

11

“这是火箭军根据年度训练计划举行的一次例行性军事训练活动，主要是检
验导弹部队的体系作战能力，不针对任何特定对象和目标。训练达到预期

目的。”

► 로켓군 정례훈력계획에 따라 군사연습 실시

신시대

군사훈련

2021

12

“全军部队坚持贯彻落实习主席开训动员令和中央军委军事训练会议精

神，聚焦备战打仗，加快推进军事训练转型升级，新时代军事训练开启新

局面、迈出新步伐。”

► 전군 시주석의 훈련동원령과 중앙군위 군사훈련회의 정신 관철 신시대 군사

훈련 새 국면 열어

T6.

해군

건설

항모

2012

5

“自去年8月以来，我航母平台已经多次进行出海试验，后续还要按计划开
展一系列科研试验，这是正常的，也是必要的。”

► 지난해 8월 이후 중국 항모 플랫폼 해상 시험 수차례 실시

2016

3

“关于航母的有关情况，我们在去年12月例行记者会上已经作过介绍。目

前，该舰正处于建造过程当中，后续工作要根据建造情况来确定。”

►항모 현재 건조중, 후속작업은 건조 상황에 따라 확정

구축함
2021

3

“055型驱逐舰拉萨舰，舷号为102，顺利完成建造和海试工作，已于3月2

日正式加入中国海军序列。该型舰是由我国自主研制的万吨级驱逐舰，是中

国海军实现战略转型发展的标志性成就，突破了大型舰艇总体设计、信息集

成、总装建造等系列关键技术，装备有新型防空、反导、反舰、反潜等武器，

具有较强的信息感知、防空反导和对海打击能力，有助于中国海军更好地肩

负起维护国家主权、安全、发展利益，维护世界和平稳定与繁荣的神圣使

命。”

► 중국 독자 개발 055형 구축함 건조, 시험 항해 완료 해군 투입

T9.

해외
해상호송

2017

4

“2008年12月，经联合国授权，中国海军派出首批舰艇编队，赴亚丁湾、索

马里海域执行护航任务。截至目前，已经先后派出26批护航编队，共安全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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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시점 문서(주요내용)

종류 하위

군사

운용

送了6000余艘中外船舶，其中半数以上为外国船舶或世界粮食计划署船

舶。”

► 중국 해군 26회 걸쳐 호송편대 편성, 반수 이상의 외국선박 포함 6천여건이 

후송작전 수행

해양운명

공동체

2019

4

“中国军队此次举办多国海军活动，主题是构建海洋命运共同体，倡导的是

与世界各国海军一道，共护海洋和平、共筑海洋秩序、共促海洋繁荣，体现的

是开放包容、合作共赢的精神。”

► 중국군 다국적 해군활동 개최, 해양운명공동체 건설 노력 진행

유엔

PKO

2021

7

“中国军队参加联合国维和行动的初心和使命，主要来自4个方面･･･四是中

国的大国担当。中国是联合国创始会员国和安理会常任理事国，中国积极
参加联合国维和行动是履行大国责任。”

► 중국군 UN 평화유지활동 4개 측면에서 진행

T10.

군대

인재

양성

군대학

임용

2015

9

“从两年统招情况看，教学、科研、工程、医疗等主干专业聘用对象中，硕士

研究生以上学历的占72%，毕业于清华、北大等“985工程”“211工程”重点

高校的占47%，取得了良好的综合效益。“

► 군대학 교원/과학연구 등 영역 임용인력 중 대학원 이상 비율 72% 차지

군대학

개혁

208

9

“这是推动院校教育改革、加速转型发展的重要举措，对全面提升军事教育

现代化水平、重构重塑新型军事人才培养体系具有重大意义。”

► 군대학 개혁조치로 군사교육 현대화수준 제고, 신형 군사인재양성체계 재편

군대학별 

학생모집

2021

6

“根据今年军队院校招生计划，共有27所院校招收普通高中毕业生1.3万余

人，其中军委直属院校1所、陆军10所、海军5所、空军4所、火箭军1所、战略

支援部队2所、武警部队4所。”

► 올해 27개 군대학 1만 3천 여 명의 고등학생 졸업생 신입생으로 모집

T15.

비전통

안보

(지상)

돌발사건

대응체계

2012

7

“2005年以来，军队建立了处置突发事件应急指挥机制，在总部和军区、军
兵种成立了处置突发事件领导小组，组建了总参谋部应急办公室，颁布

《军队参加抢险救灾条例》、《军队处置突发事件应急指挥规定》等一系列法

规，建立了9类5万人的国家级应急专业力量和4.5万人的省级应急专业力

量，加强了对包括参加抢险救灾行动在内的应急工作的组织领导和管理。”

► 2005년 이후 지휘기제 구축, 유관 법률 제정으로 군의 돌발사건 긴급 대응능력 

강화

지진

대응

2015

4

“4月25日尼泊尔发生强烈地震后，党中央、国务院、中央军委和习主席对救

灾工作及时作出部署。总部立即启动应急机制，与国家有关部门密切协作，

组织军队和武警部队立即展开国内救灾行动，积极支援尼泊尔抗震救灾。”

► 네팔 지진 발생 관련 군과 무장경찰 적시 대응

홍수

대응

2021

7

“近日，河南等地持续遭遇强降雨，造成重大人员伤亡和财产损失，防汛形

势十分严峻。灾情发生后，习主席对防汛救灾工作作出重要指示，要求解放

军和武警部队积极协助地方开展抢险救灾工作。”

► 허난 등 폭우 관련 시 주석 군과 무장경찰에 구조활동 적극 협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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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돌발’ 토픽 분석

특정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주목을 받은 중국의 안보･국방 토픽에는 전염병 대응(T11), 군
부패 문제(T16), 홍콩 ‘민주화’ 시위(T17), 퇴역군인 처우 문제(T19)가 포함된다. 이들 토픽
은 다른 안보, 군사 토픽에 비해 중요도는 낮지만, 중국의 안보･국방 상황과 중국군의 대응
능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돌발’ 토픽 가운데 중국 국방부의 전염병 대응 토픽은 주로 2020년 발생한 신종 코로나 
전염병과 관련된다.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군 지도부는 방역 업무와 군사훈련/전투대
비태세 유지를 계속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하달하였다(2020년 
2월; 2020년 6월).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중국 내 통제가 일정 정도 성공한 
가운데 중국군은 자국군의 자체 방역 활동뿐만 아니라 방역 업무의 국제적인 협력과 이를 
위한 중국군의 역할과 참여를 강조하였다(2021년 10월).

군 부패 토픽은 2012년 시진핑(习近平) 총선기 선출 이후 중국군 개혁 과정에서 표면화된 
문제(하위토픽)로 구성된다. 이 토픽과 관련하여 중국 국방부는 2014년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쉬차이호우의 중공당 당적 박탈과 사법기관에 의한 처리 계획(2014년 7월), 2018년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궈바이슝에 대한 사법기관의 독직(瀆職)과 뇌물죄 판결(2016년 
7월)을 공식화하였다. 이후 군의 반부패 업무에 대한 입장과 관련하여 중국 국방부는 ‘법에 
의한 치군’(依法治军)와 ‘엄격한 치군’(从严治军)를 강조하는 한편 반부패 차원에서 감찰/회
계/사법 영역에서 대규모 조치를 단행한 사실을 공개하였다(2017년 5월).

홍콩 사무 토픽은 주로 2019년~2020년 기간 진행된 홍콩의 ‘민주화’ 시위 당시 홍콩 주
둔 중국군 활동과 관련된 하위토픽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홍콩주둔 중국군의 활동과 관
련하여 홍콩 시위 당시 홍콩 주둔군의 시위대 바리케이드 제거 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설명
(2019년 11월), 홍콩 군용 부두 이관에 관한 홍콩 정부와 홍콩 주둔 중국군 간 양해각서 
서명 소식(2020년 12월), 2020년 12월 이후 홍콩 주둔 중국군의 홍콩 기율부대에 대한 의
장(仪仗) 훈련 지원 소식(2021년 4월)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퇴역 군인 처우 토픽은 중국군 개혁과 중국군 감축 문제와 관련된다. 2015년 
중국군 구조개혁이 본격화한 이후 2017년 말까지 중국군에서 사단급 이상 기관이 200여개, 
연대급 이상 단위는 1천여개 감소하고 그 병력도 정예화 추진에 따라 3분의 1가량 감소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퇴직 군인들의 처우 보장에 대한 집단시위가 진행
됨에 따라 해당 토픽이 부각되었다. 이와 관련된 하위토픽들은 중국 국방부의 퇴역 군인의 
생활문제 개선을 위한 일련의 대책 마련(2017년 12월), 퇴역 군인 사무부 건설, 퇴역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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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보장체계 건설 강화 조치 단행 등 지원체계 구축(2018년 5월), 퇴역군인의 취업, 창
업 지원, 곤란 해소 등의 조치 실시(2019년 12월)에 대한 것이다.

<표 4> 주요 ‘돌발’ 토픽

토픽
시점 문서(주요내용)

종류 하위

T11.

전염병

대응

방역/

군사력 

건설

2020

2

“新冠肺炎疫情发生以来，全军部队坚决贯彻习主席决策指示和军委部署要

求，一手抓疫情防控，一手抓练兵备战，最大限度减少疫情对军事训练影

响，努力做到练兵备战和疫情防控“两不误”。主要采取了5个方面举措”

► 신종 코로나 발생이후 전군 방역과 함께 군사훈련, 전투대비태세 유지

2020

6

“疫情发生以来，全军部队坚决响应习主席号令，把疫情挑战当作特殊的练
兵机遇，一手抓练兵备战、一手抓疫情防控，主要采取了以下举措”

► 전군 시주석 명령에 호응 군사훈련,전투대비 동시 방역활동 전개

국제협력
2021

10

“新冠肺炎疫情发生以来，中国军队在大力做好自身疫情防控的同时，积极
筹划开展抗疫国际合作，以实际行动积极履行大国军队国际责任、忠实践
行人类命运共同体理念。”

► 신종 코로나 발생 이후 중국군 방역과 함께 국제방역 협력 적극 추진

T16.

군내

부패

‘쉬차이호

우’안
2014

7

“中央决定给予徐才厚开除党籍处分，对其涉嫌受贿犯罪问题及问题线索移

送最高人民检察院授权军事检察机关依法处理。这体现了党中央从严治党、

从严治军的鲜明态度，表明了我们坚决反对腐败、以零容忍态度惩治腐败的

坚定决心，对于端正部队风气、提振军心士气、维护人民军队形象有着重要

意义。”

► 쉬차이호우 당적 박탈, 군사감찰기관 의법 처리

‘궈바이슝’

안

2016

7

“军事法院经过审理认为，郭伯雄利用职务便利，为他人谋取职务提拔或者

调整，单独或者伙同他人非法收受财物，其行为构成了受贿罪。”

► 군사법원 궈바이슝의 독직(瀆職)과 뇌물죄 판결

반부패

대응체계

2017

5

“关于中国军队的反腐工作，我们已经多次表达了原则立场。我军始终坚持

依法治军、从严治军，根据中央部署深入推进反腐败工作。近年来，军队已

经查处了一批大案、要案，也出台了一系列法规文件，建立完善了巡视、纪
检、审计、司法相互协作配合的工作机制，努力构建不敢腐、不能腐、不想腐的

制度体系，不断扎牢规范权力运行的制度笼子，为强军、兴军提供有力保

障。”

► 군 반부패 업무는 의법 처리, 감찰/회계/사법 영역에서 대규모 조치 단행

T17. 

홍콩

사무

홍콩회귀
2019

11

“解放军驻香港部队以“自发义务”形式参与清理路障，是服务人民的社会公

益活动，不存在违反驻军法和“一国两制”原则的问题。”

► 홍콩주둔군 ‘자발 의무’ 형식의 (시위) 바리케이드 제거 합법적 행동

홍콩

주둔군

활동

2020

12

“今年9月底，香港特别行政区政府与中国人民解放军驻香港部队签署《中区
军用码头移交备忘录》，正式将中区军用码头移交给驻香港部队。中区军用

码头的移交，进一步提升了驻军依法履行防务职责的能力。根据防务需要，

码头主要用于舰艇靠泊、海上交通、日常战备、军事演练等。”

► 홍콩정부와 홍콩주둔군 군용부두 이관 양해각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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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범주별 주요 토픽의 구성 내용과 함의

앞서 살펴본 범주별 주요 토픽과 그 하위토픽들은 중국의 안보･국방 상황을 이해하고 미
래를 전망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안보목표와 국방정책 기초사상의 
하위토픽들은 중국이 ‘세계 평화’나 ‘신시대’, ‘핵심이익’ 수호라는 명분에서 앞으로도 군사력 
증강과 군사활동 강화를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 안보정책과 주요 군사
관계의 하위토픽들은 앞 섹션의 시계열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 행보 
속에 주요 미국, 인도, 일본 주요 강대국과 중국 관계에서 불안정성이 상시 존재하면서 이들 
사이에 갈등이 간헐적으로 증폭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군사력 건설/운용의 
하위토픽들은 중국군의 군사력 발전 동향과 이에 대한 외부 세계의 우려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해당 토픽에는 해군훈련, 항모 건설, 구축함 건설, 해
상호송, 해양 운명 공동체와 같이 해양, 해군 관련 하위토픽이 다수 식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글로벌 강대국 건설 과정에서 중국의 해군력 문제가 중국 내외에서 중요한 논
쟁거리임을 뜻한다. 이밖에도 주요 돌발 토픽의 전염병, 군 부패, 홍콩 시위 관련 하위 토픽
들은 중국 국방 당국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토픽들이다. 이러한 불가예측적 요인들은 향
후에도 간헐적으로 출현하면서 중국의 ‘강군의 꿈’(强军梦) 실현 노력을 시험할 것이다.

토픽
시점 문서(주요내용)

종류 하위

홍콩

주둔군 

기반시설

2021

4

“自2020年12月起，驻港部队应邀为香港纪律部队组织中式队列训练。驻港

部队仪仗队骨干分4批次协助香港警务处、入境事务处、海关、消防处、惩教署

五大纪律部队开展训练，取得了很好的成效。”

► 2020년 12월부터 홍콩주둔군 의장 훈련 실시

T19.

퇴역

군인

대우

생활

처우

2017

12

“党中央、国务院、中央军委对广大退役人员一直是比较关心的，对解决他们
面临的暂时生活困难高度重视，也出台了一系列措施。地方各级党委和政府

做了大量工作，不断提高军队退役人员的生活待遇、优抚待遇，部分退役人

员的生产生活状况不断得到改善。”

► 당중앙/국무원/중앙군위 퇴역군인의 생활문제 관련 일련의 대책 마련

지원

체계

2018

5

“党中央、中央军委和习主席始终关心关爱退役军人，采取了一系列切实有力

的重大举措，包括组建退役军人事务部、加强退役军人服务保障体系建设、出

台退役军人安置优惠政策、维护退役军人合法权益等。”

► 퇴역군인 사무부 건설, 퇴역군인 서비스 보장체계 건설 강화 조치 단행

취업창업

지원

2019

12

“党中央、国务院和中央军委始终关心关爱退役士兵，在退役士兵就业安置、

创业扶持、帮扶解困、权益保障等方面出台了一系列政策措施，不断提高给他

们的优抚待遇。”

► 퇴역군인의 취업, 창업 지원, 곤란 해소 등을 위한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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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함의

지금까지 본 연구는 동적 토픽 모델링을 적용해 2010년대 초반 이후 중국 안보･국방 동
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최근 10여 년간 20여개의 중
국의 안보･국방 토픽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동태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분석작업을 통해 본 연구는 글로벌 강대국 실현과 군사력 현대화를 위한 중국의 노력을 
배경으로 중국의 안보전략목표(‘핵심이익’ 수호 등)와 국방정책의 기초사상(군사력 현대화에 대한 
중국의 정당화 논리) 토픽이 중국 안보･국방 영역에서 지속해서 주목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가 식별한 빈번하게 관측되는 다른 전략적 성격의 토픽 유형(중국 주변국 관련 
토픽, 미중, 중일 등 전략관계 토픽)은 중국의 핵심이익 수호 활동이 유관국의 반응을 유발하면서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강대국 관계의 복잡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안보목표, 국방정책의 기초사상, 군사훈련, 군사인재 양성 관련 토픽의 
출현빈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놓고 볼 때 군사력의 현대화와 운용, 군의 국제적 존재감 
강화를 위한 중국군의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동시에 안보전략 층위의 하위토픽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중국군은 이러한 자신들의 노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세계평화’, ‘해외이익 
수호’와 같은 다양한 담론(談論)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데에도 더욱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중국군의 글로벌 강군 건설 노력은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물질적, 인지적(認
知的) 경쟁을 심화시키면서 한국의 전략공간 확대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나아가 주요 토픽들이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해군력 등 중국군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외부의 우려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본 연구에서 식별한 중국의 돌발적 토픽들(군 개혁의 부작용, 전염병, 홍콩시위 
관련 토픽 등)은 중국 국방 당국의 대응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중국의 ‘강국몽’과 ‘강군몽’ 
구상이 미중 전략경쟁과 같은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불가예측적인 사회정치적 요인에 의
해 도전받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디지털 텍스트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는 현시대에 안보･국방 영역에서도 
연구자의 인지편향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텍스트 마이닝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특히 본 연구는 알고리즘 기반 분석방법으로 기존의 정성 
연구에서는 주목하기 어려운 토픽(국방정책의 기초사상, 돌발사건 토픽 등)과 전체 토픽 구
성의 장기적인 진화 패턴을 식별해냄으로써 기존 연구의 공백을 일정 정도 보완하고 중국의 
안보･국방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범주별 주요 토
픽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는 텍스트에 대한 알고리즘 분석이 연구자의 정성적 분석과 결합
될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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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China's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Issues with Dynamic Topic Modeling

Sangku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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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makes an effort to detect and trace China's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topics during 2011-2021 period by using dynamic topic modeling (especially with 

BERTopic algorithms). With the text data from the regular press conferences by the 

National Defense Department of China, this study detects 21 major China's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topics and traces their evolution pattern over time. the paper 

highlights that China's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topics during the analysis periods 

cover that (1) a few hot topics over all the period such as China's national security goals 

and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its national defense policy, (2) several intermittent 

spotlight topics including regional security, major power relations, and (3) temporal topics 

like COVID-19 pandemic and, anti-corruption cases. The evolution pattern of these topics 

suggests that China will more push for the military modernization and assertive activity 

in the future. With these achievements of the paper, it shows that automatic text analysis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studying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affairs 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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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대한 개념적 고찰

Ⅲ. 21세기 유엔 평화유지활동 추세 

Ⅳ. 한국의 PKO 참여 발전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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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신저자,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1993.7월 소말리아(UNOSOM-Ⅱ) 상록수부대 파병과 함께 유엔 평화유지활동

(PKO)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2023년은 유엔 PKO 참여 30년이 되는 해다. 21세기 국제분

쟁 환경에서 유엔 PKO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위임명령이 복잡해지면서 PKO 원칙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으며, 악의적 세력의 테러전술과 첨단장비의 사용으로 인하여 

평화유지요원의 희생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었으며, 평화유지요원의 안전 및 임무수행능력 그리고 PKO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참여와 기여가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변화하는 환경 가운데 유엔 PKO 참여의 기회와 위협을 고찰하고, 한국 PKO 활동의 

강점은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첫째, PKO 파병을 

희망하는 국가에 대한 전문가 파견, 교재개발 참여 등 글로벌 PKO 교육훈련 기여가 요구된다. 

둘째, 유엔의 평화·안보 활동에서 범위를 확대하여 특별정치임무단(SPM) 참여를 고려해 볼 만하다. 

셋째, 유엔 PKO 기술지원 요구를 틈새 전략으로 활용하여 이에 대한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디지털 평화유지 시대를 맞이하여 유엔 평화유지정보(Peacekeeping Intelligence, PKI) 

능력의 향상을 위해 훈련된 PKI 인력의 파병과 UAV 대응체계 개발에 관한 기술지원 등이 요구된다.

핵심어 :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s, PKO), PKO 원칙, 

PKO 참여 선진화, PKO 훈련 및 기술 기여

요 약

국방연구 2022년 9월
제65권 제3호, pp. 9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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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s, PKO)의 역사는 1차 중동전쟁 후 1948년 안
보리결의안(SCR 50)에 의거 정전을 감시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지역에 설립된 유엔 예루살
렘정전감시단(UNTSO)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총 71개 임무단에 125개국 약 100만
여 명 이상의 평화유지요원이 참여하였다. 냉전기 PKO는 13개 임무단으로 한정되었으나
(1948~1987년), 냉전 종식과 함께 20여 개 임무단의 신규 창설 등 활동이 증가하였다. 국
제분쟁 양상이 복잡·다양해지고 유엔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인 보호, 선거 지원, 거버
넌스 지원, 인도적 지원 등 다차원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22년 기준 12개 PKO 임무단에
서 약 9만여 명의 평화유지요원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PKO 임무단 위임명령이 복잡해지면서 평화유지의 본질과 PKO 원칙에 대한 실효
성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테러 및 범죄조직 등 무장단체 공격에 의한 평화유지요원의 희생
이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면서 평화유지활동에 질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포괄
안보시대를 맞이하여 사이버 해킹, 기후변화, 감염병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PKO 효율성 
및 신뢰성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따라서 유엔은 2018년 평화유지구상(Action for 
Peacekeeping, A4P) 및 A4P 플러스(A4P Plus)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세부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1) 

한편, 우리나라는 ⑴ 비교우위 분야에서 정책 비전 및 성과 도출, ⑵ 병력규모 유지 및 
핵심임무 참여, ⑶ 기술 기여, 틈새기여, 훈련기여 등 전략적 접근, ⑷ 국내 및 개발도상국 
여성의 PKO 참여 진출 지원, ⑸ PKO 중고위직 진출 지원 강화 등 5가지 PKO 참여방향을 
선정하였다.2) 이와 같은 환경에서 한국의 PKO 참여 선진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  A4P는 ⑴ 분쟁의 정치적 해결 ⑵ 여성, 평화 및 안보 ⑶ 민간인 보호 ⑷ 평화유지요원 안전 ⑸ 임무수행 능력 및 
책임성 ⑹ 평화구축과 지속적 평화 ⑺ 파트너십 ⑻ 행동강령 준수 등 8대 분야 45개의 세부 과제를 포함한다. 
2021~2023년까지 추진하는 A4P 플러스는 7개의 우선 과제를 목표로 한다. 

2) 외교부,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선진화 로드맵,” 제15회 국방대학교 PKO 발전세미나 자료집(2019.10.22.), 
pp.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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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분석 틀

본 연구는 2장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개념적 고찰을 실시하고, 3장에서 21세기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추세를 살펴본 이후, 이를 바탕으로 4장에서 한국의 유엔 PKO 참여 
발전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문헌고찰 및 PKO 사례연구를 통해 PKO 참여의 위협(threats)
과 기회(opportunities)를 고찰하고, 한국 PKO 활동의 강·약점을 평가하는 SWOT 분석에 
의하여 기회와 강점은 활용하고, 위협과 약점은 최소화하거나 전환하는 발전형 전략을 제시
하고자 한다.

<그림 1> 분석의 틀

출처: 필자가 정리한 내용임. 

Ⅱ.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대한 개념적 고찰

1. 유엔 PKO 개념 및 원칙 

평화유지활동이라는 용어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유엔 헌장상에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 있지는 않다. 초기 유엔정전감시단(1948년, UNTSO), 유엔긴급군(1956년, UNEF-I)
에서 ‘분쟁 예방’ 개념의 활동은 1960년 콩고임무단(ONUC)이 무력을 사용하면서3)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이견이 발생하였으며, 결국 구소련과 프랑스는 PKO 재정분담을 유보하
였다.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법판소 의견을 구한 결과, 유엔은 1964년 평화유지활동(PKO) 

3) 유엔의 이름으로 최초의 강제행위를 실시한 것은 한국전쟁이며, 한국에서 유엔의 역할은 국제기구에 의한 집단안
보 형태로 여겨진다. 임윤갑,『국제분쟁과 평화유지』(성남: 북코리아, 2021), p.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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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용어를 얻게 되었다. 
1992년 전 유엔 사무총장 부트로스 갈리(Boutros Boutros-Gali)는 ‘평화를 위한 의제’에

서 분쟁을 관리하기 위한 유엔의 역할을 예방적 외교(Preventative Diplomacy), 평화조성
(Peacemaking), 평화유지(Peace-keeping) 그리고 분쟁 이후 평화구축(Post-conflict 
Peace-building)으로 구분하고, 개념을 정의하였다.4) 여기에서 평화유지란 “분쟁 관련 모
든 정치집단들의 동의하에 통상 유엔 군사요원과 경찰요원 및 민간요원들이 현장에 배치되
어 분쟁의 확대 가능성을 예방하고, 평화조성 가능성을 확대하는 기술” 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 동 보고서는 평화강제부대(Peace-enforcement units)를 평화조성의 기재로 분류하였
는데,5) 유엔은 1990년대 중반 소말리아, 르완다, 보스니아에서 평화강제를 실시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에 부트로스 갈리는 1995년 ‘평화를 위한 의제 보론’ 에서 평화강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기구나 특정국가에서 맡아줄 것을 호소하였으며,6) 이후 평화강제는 특정 국
가가 주도하는 동맹(다국적군)이나 지역기구가 실시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7) 

김열수(2019)는 평화유지에 관하여 “분쟁의 확대 가능성을 예방한다.”는 것은 진행 중인 
분쟁이 인접지역으로 확대되거나 또는 분쟁지역 내에서 분쟁이 더 이상 치열해지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이며, 정전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분쟁지역에서 “평화조성의 가능성을 확대한다.”는 
것은 정전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정전협정이 체결된 분쟁지역에서는 
정전협정 유지와 함께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이라고 해석하였다.8) 

2000년 코피 아난(Koffi Annan) 전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유엔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보고서(일명 브라히미 보고서)’9)를 작성토록 하였는데, 유엔총회 및 안
보리가 동 보고서를 채택하면서10) 평화활동(PO: Peace Operations)이라는 용어가 국제
적으로 통용되었다. 다만, 포괄적 개념의 평화활동(PO) 대신에 PKO라는 용어가 더 일반적
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유엔이 PKO라는 이름으로 평화강제, 평화구축, 그리고 평화유지활

4) United Nations, “An Agenda for Peace: Preventative Diplomacy, Peacemaking and Peacekeeping,”A/47/
277–S/24111(1992), p.5. 

5) United Nations, A/47/277–S/24111(1992), p.12. 

6) Boutros Boutros-Ghali, “Supplement to An Agenda for Peace: Position Paper of the Secretary 
General on the Occas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the UN,” A/50/60(Jan 1995), Art. 77-80. 

7) 김열수,『국가안보 위협 위협과 취약성의 달레마』(파주: 법문사, 2019), p.428. 

8) 김열수(2019), p. 425. 

9)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Panel on United Nations Peace Operations,” A/55/305(21 August 
2000). 

10)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eport of the 
Panel on United Nations Peace Operations,”A/55/502(20 October 2000). 



21세기 유엔의 평화유지활동과 한국의 PKO 참여 선진화에 관한 연구 ❚101

동을 실시하기 때문일 것이다.
유엔은 2008년 『유엔 PKO 원칙과 지침』(일명 Capstone doctrine)에서 유엔의 평화와 

안보활동을 분쟁예방(Conflict Prevention), 평화조성(Peacemaking), 평화강제(Peace 
Enforcement), 평화유지(Peacekeeping), 평화구축(Peacebuilding) 5개 유형으로 구분
하였다(그림 2). 여기에서 평화유지란 “국제평화 및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유엔 및 국제기구
가 수행하는 활동의 하나이며, 전투행위가 종료된 가운데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조성자들이 
이룬 평화협정의 이행을 지원하는 기술” 이라고 개념을 정의하였다.11) 

<그림 2> 유엔 평화·안보 활동

출처: United Nations DPKO & DFS(2008), p.19.

유엔이 국제분쟁에 개입할 때 무력의 사용은 국제사회에서 핵심적인 논의 대상이었다. 헌
장 7장을 직접 인용하지 않았으나, 유엔은 1960년대 콩고임무단(ONUC)의 적극적 무력사
용을 최초로 승인하였으며, PKO에서 무력의 사용은 초기 ‘자기방어(self- defense)’에서 
‘임무방어(defense of the mandate)’로 목적이 진화되었다. 유엔 PKO가 국제사회의 다른 
평화활동과 구별되는 점은 ⑴ 분쟁당사자의 동의(Consent of the parties) ⑵ 공정성
(Impartiality) ⑶ 위임명령 보호 및 자위권 이외 무력사용의 금지(Non-use of force 
except in self-defense and defense of the mandate) 등 3가지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다.12) 이와 관련 내용은 Ⅲ장에서 추가로 다룰 것이다.

11)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Principles and Guidelines (New York: 
DPKO & DFS, 2008), p.17-18.

12) United Nations DPKO & DFS(2008),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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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엔의 개입과 역할의 확대 

1648년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 이후 형성되고, 1815년 비엔나 체제를 통해 공고화된 주
권은 근대국가 체제를 구성하는 국가들이 대내외적인 권위와 정치적 독립성을 누리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다.13) 따라서 냉전기 안보에 관한 학문적·정책적 접근은 대부분 국가 
간 관계 속의 전통적 군사안보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다. 탈냉전기 세계화의 급진전
으로 안보개념에도 다양한 변화와 확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군사력에 역점을 둔 국가
안보에서 경제, 환경 및 사회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개념
으로 발전되어 왔다.14) 테러, 재난, 감염병과 대형재난 등 새롭게 등장한 비군사적 또는 비
전통적 안보위협은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국경을 넘어 인접 국가의 안보까지 위협하는 
특징이 있다.15) 

또한,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할 역량이 없을뿐더러 인권유린이나 정치탄압, 인종차별 등을 
통해 개인의 안위를 위협하는 상황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속출하면서 국가 단위의 안보만으
로는 개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과 더불어 인간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
다.16) 예를 들면, 소말리아에서 수년간의 내전과 1991년 심한 가뭄 및 기아가 겹치면서 수
십만 명의 난민과 사망자가 발생하자, 국제사회는 유엔에 인도적 개입을 요청하였다. 

다원주의자는 인권문제로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것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가져오기 
때문에 국민국가 주권에 대한 비개입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17) 
반면, 연대주의자들은 특정 국가에서 인권이 침해를 받을 경우 국제사회는 개입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18) 이처럼 인권 보호와 인도적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무를 강조하는 국가들
과 주권불가침과 내정불간섭을 고수하는 국가들 사이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개입
과 국가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ICISS)’는 2001년 R2P 보고서(The Responsibility To 
Protect)19)에서 국민 보호의 일차적인 책임은 해당 국가에 있지만, 그 국가가 국민 보호의 

13) 이신화, “세계안보와 유엔의 역할,” 박흥순·조한승·정우탁(편),『유엔과 세계평화』(서울: 오름, 2013), p. 140. 

14) Barry Buzan, People, State and Fear (London: Harvester, 1983); 이신화, “세계안보와 유엔의 역할,”  박
흥순·조한승·정우탁(편),『유엔과 세계평화』(서울: 오름, 2013), p. 146.에서 재인용. 

15) 이신화(2013), p. 147. 

16) 이신화(2013), p. 147. 

17) 김열수, “탈냉전 후 유엔 안보리의 위상변화: 군사력 사용을 중심으로,”『국제정치논총』제48집 1호(2008), p. 
352; 유엔 헌장(제2조4항)에서 모든 회원국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
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금지하
고 있다. 

18) 김열수(2008), p.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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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이나 의사가 없을 경우 국제사회에 보호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20) 
한편, 유엔은 2022년 기준 3개 지역에서 안정화 PKO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윌리엄과 벨

라미(Williams and Bellamy)는 안정화(stabilization)에 관한 개념을 ‘불법적 비국가 무장
단체로부터 꼭 중앙정부가 아니더라도 정당한 권력에게 영토 통제의 전환을 지원하는 평화
활동’이라고 설명하였다.21) 또한, 탈냉전기 국민 보호를 위해 유엔이 국내적으로 개입한 사
례가 탈웨스트팔리아 규범에 의한 평화활동이었다면 수용국가 정부의 거버넌스 지원과 국민 
보호를 위해 포괄적으로 개입한 안정화 PKO를 웨스트팔리아와 탈웨스트팔리아 규범을 융
합한 하이브리드 활동으로 보았다(표 1).22) 따라서 안정화 PKO은  유엔이 국민국가 주권에 
개입한 새로운 유형의 PKO로 볼 수 있으며, Ⅲ장에서 이와 같은 안정화 PKO단 사례를 중
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표 1> 유엔의 평화활동 유형 

구 분 웨스트팔리아 규범
탈웨스트팔리아 규범

(탈냉전기)
안정화(stabilization)

주권의 책임 • 타 국가와 관계로 한정
• 타 국가와 관계 

• 국민 보호

• 타 국가와 관계

• 국민 보호

불개입(개입) • 절대적 주권국가 권리
• 국민 보호 책임

  이행에 따라 좌우

• 주권국가의 인정된 권리

  (개입)

평화활동

(국가 간 분쟁)
• 빈번함 • 일부 발생 • 적용 불가

평화활동

(내전)

• 일부 발생

• 수용국 요청에 의해 

  전개, 제한적 개입

• 빈번함

• 평화협정(계획)의

  이행 또는 여건 조성을

  위한 포괄적 개입

• 빈번함

• 정부 거버넌스 지원과

  국민 보호를 위해 

  포괄적 개입

출처: Williams and Bellamy(2021), p.14. 

19)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December 2001). 
https://www.globalr2p.org/resources/the-responsibility-to-protect-report-of-the-international-
commission-on-intervention-and-state-sovereignty-2001/ (검색일: 2022.5.18.)

20) 이신화(2013), p. 163. 

21) Williams and Bellamy, Understanding Peacekeeping (Cambridge: Polity Press, 2021), p.200. 유엔 
차원에서 안정화(stabilization)에 관한 공식적인 개념 정의는 아직 없다. 

22) Williams and Bellamy(2021),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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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1세기 유엔 평화유지활동 추세

1. 평화유지활동 환경의 변화

냉전 이후 국가 내 폭력과 내전이 급증하면서 유엔의 개입과 역할이 확대되었으며, PKO 
환경은 민간인 보호, 과도정부 지원, 경찰 사법 지원, 인도주의 및 재건 지원 등 다차원적 
임무로 확대되었다. 유엔은 2000년 이후 총 35개소에서 PKO 활동을 실시하였다. 연도별 
12~18개 임무단을 운영하였으며, 2022년 기준 12개 임무단이 진행 중이다(그림 3, 표 2). 
35개 임무단 가운데 2000년 이후 신설된 18개 임무단이 다차원적 임무를 부여받았으며, 
대부분(13개, 약 72%) 아프리카 지역의 사하라 이남(Sub-Saharan Africa)에 분포한다.23) 

<그림 3> 2000~2022년 연도별 PKO 임무단 개수

출처: Paul D. Williams(2020), p. 14. 

군, 경찰, 옵저버를 포함 평화유지 인원은 2016년 약 10만여 명에서 2022년 약 9만여 
명으로 감소하였는데, 주요 원인은 라이베리아, 코트디브아르, 아이티, 다르푸르임무단이 종
료되었으며, DR콩고임무단 인원이 감축되었기 때문이다. 2017년 마지막으로 설립된 아이
티사법지원임무단(MINUJUSTH)은 민간인 및 경찰에 의해서만 운영되었는데(2019년 종
료), 군 병력 없이도 PKO 임무수행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개발도상국 가운데 방글라데
시, 네팔, 인도, 르완다, 파키스탄, 이집트 등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 6개국이 PKO병력의 
약 40% 이상을 공여하고 있으며, 서구권에서는 이태리가 약 900여 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
이 참여하고 있다(그림 4). 훈련수준과 군수지원능력이 미흡한 개발도상국의 병력공여는 
PKO 임무수행능력 저하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24) 

23) Paul D. Williams, The History of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from 2000-2020 (Virginia: 
Peace Operations Training Institute, 2020),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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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00~2022년 유엔 PKO 임무단 

임무단 지역 기간 임무단 지역 기간

UNTSO
이집트,이스라엘

,레바논.시리아
1948-진행 UNMEE

에리트레아, 

에디오피아
2000-2008

UNMOGIP
카시미르(인도, 

파키스탄)
1949-진행 UNMISET 동티모르 2002-2005

UNFICYP 키프로스 1964-진행 MINUCI 코트디브아르 2003-2004

UNDOF 이스라엘, 시리아 1974-진행 UNMIL 라이베리아 2003-2018

UNIFIL 레바논 1978-진행 MINUSTAH 아이티 2004-2017

MINURSO 서부사하라 1991-진행 ONUB 브룬디 2004-2006

UNOMIG 조지아 1993-2009 UNOCI 코트디브아르 2004-2017

UNIKOM 쿠웨이트, 이라크 1993-2003 UNMIS 수단 2005-2011

UNMOT 타지키스탄 1994-2000 UNMIT 동티모르 2006-2012

UNMIBH
보스니아-헤르체

고비아
1995-2002 MINURCAT 차드 2007-2010

UNMOP 크로아티아 1996-2002 UNAMID
다르푸르(수단/

남수단)
2008-2020

MIPONUH 아이티 1997-2000 MONUSCO 민주 콩고 2010-진행

MINURCA 중앙아프리카 1998-2000 UNMISS 남수단 2011-진행

UNMIK 코소보 1999-진행 UNISFA
아베이(수단/남

수단)
2011-진행

UNTAET 동티모르 1999-2002 UNSMIS 시리아 2012

MONUC 민주 콩고 1999-2010 MINUSMA 말리 2013-진행

UNAMSIL 시에라리온 1999-2005 MINUSCA
중앙아프리카공

화국
2014-진행

- - - MINUJUSTH 아이티 2017-2019

출처: Paul D. Williams(2020), pp. 14-15.에서 발췌 및 편집하였음.

24) 장삼열, “한국의 국제평화활동 30주년 평가와 발전방안,”『군사논단』제105호(2021년 봄),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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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유엔 PKO 병력공여국(군, 경찰, 옵저버 등) 

출처: DPO 홈페이지, https://peacekeeping.un.org/en/troop-and-police-contributors (검색일: 2022.9.25.)

안보리 상임이사국(P-5)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의 PKO 참가 규모는 100명 미만이지만, 
중국은 2003년부터 병력을 증가하여 약 2,200여 명, 프랑스와 영국은 각각 660여 명과 520여 
명을 파견하고 있다(그림 5). 이신화는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에 관하여 강대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아프리카 자원외교를 통해 역할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
고 보았다.25) 미국은 1993년 소말리아 다국적군 임무 부대 UNITAF(Unified Task Force)에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1994.5월 대통령지시 제25호(PDD-25: Presidential Decision 
Directive)에26) 의거 국가 이익에 긴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병 요건을 강화하였다. 심지어 
아프가니스탄 다국적군(ISAF)에 소속된 미군은 NATO 주도의 국제보안지원군(ISAF)의 작전통
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지휘체제에 의하여 임무를 수행하였다.27) 이처럼 국익 중심의 논리에 
의하여 강대국은 PKO 참여에 소극적인 반면, 개발도상국의 훈련되지 않는 병력공여로 인하여 
유엔은 회원국의 훈련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5) 이신화, “평화외교와 안보 공공외교로서의 국제평화유지활동(PKO)에 관한 고찰,”『OUGHTOPIA』제 34집 1호
(2019년 봄), p. 29. 

26) Bureau of International Organ Affairs, "The Clinton Administration's Policy on Reforming 
Multilateral Peace Operations," Presidential Decision Directive-25 (Washington: The White 
House, 1994): 김열수, “유엔 평화강제활동 실패 원인과 실패의 유산,”『신아세아』제13권 1호(2006), p.83
에서 재인용.

27) 김열수(2006),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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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5 상임이사국 병력 공여 

출처: Paul D. Williams(2020), p. 20 

국제사회의 PKO 분담금 연체는 평화유지활동의 규모 축소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유엔 PKO 분담금 보이콧에 의하여 2020년 말 미국의 체납액은 약 20억 
불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2015~2019년 유엔 PKO 지출은 21% 감소하였으며, 군·경찰 
PKO 인원 약 21%, 그리고 민간인은 24%가 축소되었다.28) 2021년 바이든 행정부는 유엔 
복귀를 선언하였으나, 누적된 PKO 능력 손실을 회복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
로 예상된다.29) 

2. 평화유지활동 원칙과 개념의 한계

가. 동의

평화유지활동은 주요 분쟁 당사자의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 주요 분쟁 당사자가 정치적 
과정을 약속하고,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는 유엔의 위임명령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PKO 요원은 동의를 바탕으로 위임명령을 수행하며, 행동의 자유를 갖게 된다. 동의가 없으
면 PKO 요원은 분쟁의 당사자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되며, 아울러 평화유지라는 본질에서도 
멀어지게 된다.30) 이와 관련, 마크 말란(Mark Malan)은 평화유지활동에서 동의를 ‘루비콘 

28) Cedric de Coning, “The future of UN peace operations: Principled adaptation through phases of 
contraction, moderation, and renewal,”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Vol. 42, No 2(2021), p. 
213. 

29) Cedric de Coning(2021), pp. 213-214. 

30) United Nations(2008),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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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으로 비유하였다(그림 6).31) 또한, 평화유지활동에서는 안보리 승인 및 당사국과 분쟁 당
사자 동의에 의해 전술적 수준의 무력 사용이 가능하며, 평화강제활동에서는 분쟁 당사자 
동의 없이도 전략적 수준의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림 6> 평화유지활동과 동의 

 

출처: Mark Malan(2018), p. 45.

말리정부는 말리임무단(MINUSMA) 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에 
동의하였지만, 북부 투아레그족 반군을 포함하여 분쟁 당사자가 참여한  정치적 약속이 없
는 가운데, PKO 요원은 매복, 습격 등 악의적 행위에 의한 도전을 받고 있다. 더욱이 2020
년 쿠데타에 의한 말리 군사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전 정부가 동의한 MINUSMA의 정당성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2017년 DR콩고 반군 공격에 의하여 탄자니아 평화유지군 14명이 
사망하였으며, 2022년 교전지역에서 정찰임무를 수행하던 헬기가 추락하여 파키스탄 6명, 
러시아 및 세르비아 참모 등 8명이 사망하였다. 한편,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2012.12월 내
전 발발 이후 2017년 그리고 2019년 각각 무장단체와 평화협정에 합의하였으나, 동 협정의 
지속적인 유지는 불투명하다.32)  

안정화 PKO에서 악의적 행위에 의한 평화유지요원의 사망자 비율은 타 임무단 대비 높
은 수준이며(표 3)33), 이는 분쟁당사자의 동의에 관한 중요성을 보여준다. 따라서,『유엔 
PKO 원칙과 지침』은 지역 차원의 동의가 없거나, 동의 획득에 실패한 경우에 PKO 임무단
은 상황을 관리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34) 

31) Mark Malan, “Action adapted to circumstance,” p.45. in Peter Nadin(ed.), Use of Force in UN 
Peacekeeping (London and New York: Routlegdge, 2018). 

32) 2022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취약국가지수(Fragile States Index)는 108.1로 5위이다. 분쟁당사자 가 충돌하
거나, 정부의 실패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https://fragilestatesindex.org/global-data/ (검색일 
2022.8.24.)

33) 악의적 행위에 의한 평화유지요원 사망자 비율을 고려할 때, MINUSMA는 1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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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2개 PKO 임무단 평화유지요원 사망자

순위 임무단(설치연도) 사고 질병 악의적 행위 기타 계

1 UNIFIL(1978년) 134 74 93(29%) 23 324

2 MINUSMA(2013년) 35 74 163(57%) 15 287

3 MONUSCO(2010년) 43 132 53(22%) 22 243

4 UNFICYP(1964년) 99 45 15(8%) 24 183

5 MINUSCA(2014년) 33 74 48(29%) 10 162

6 UNMISS(2011년) 18 64 14(12%) 16 112

7 UNDOF(1974년) 20 11 8(14%) 17 56

8 UNMIK(1999년) 12 24 12(21%) 8 56

9 UNTSO(1948년) 14 8 26(50%) 4 52

10 UNISFA(2011년) 20 15 8(16%) 7 50

11 MINURSO(1991년) 11 8 0 1 20

12 UNMOGIP(1949년) 9 2 0 1 12

출처: DPO 홈페이지, https://peacekeeping.un.org/en/fatalities (검색일: 2022.8.24.)을 참고로 재작성하였음.

나. 공정성

유엔은 2013년 DR콩고임무단(MONUSCO) 안보리결의안(2098)에서 무력개입여단(FIB, 
Force Intervention Brigade)35) 활동을 승인하였으며,36) 말리임무단 안보리결의안(2100)에
서 말리 반군을 테러세력(terrorists)으로 명시하였다.37) 알렉산더 길더(Alexdander Gider)는 
DR콩고에서 무력개입여단(FIB)이 정부군(FARDC)과 연합작전을 실시한 것은 유엔이 국가와 
무장단체 사이에서 일방 당사자가 된 것이며, 정부가 정당한 권력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38) 이처럼 유엔이 공정성을 상실하면 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되어 믿을 
만한 심판자로서 상황을 통제할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세드릭 꼬닝(Cedric de Coning, 
John Karlsrud and Chiyuki Aoi)은 유엔이 안보리결의안에서 특정행위자(specific actors)
를 침략자(aggressors)로 규정하는 것이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는
데,39) 분쟁당사자의 동의와 공정성은 상호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4) United Nations(2008), p.32-33.

35) FIB는 MONUSCO소속의 평화유지군이며, 3개 보병대대, 포병, 특수전, 통신, 정찰부대 등 전투 및 전투지원부
대로 편성되어 있다. 참가 국가는 말라위, 남아공, 탄자니아 3개국이다. 

36) United Nations, S/RES/2098(2013), para. 9.

37) United Nations, S/RES/2100(2013), para 4. 

38) Alexander Gilder, “The Effect of Stabilization in the Mandates and Practice of UN Peace      
Operations,” Netherlands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66, No.1(2019), p. 52. 

39) Cedric de Coning, John Karlsrud and Chiyuki Aoi, “Addressing the emerging gap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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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임명령 보호 및 자위 이외 무력 사용의 금지

전통적 평화유지에서는 자위 이외에 무력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9년 유
엔 안보리결의안(1265)은 평화유지활동에서 민간인 보호(POC)를 승인하였으며,40) 시에라
리온임무단(UNAMSIL) 안보리결의안(1270)은 헌장 7장 기반의 위임명령에 의하여 긴박한 
위험에 처한 민간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동을 허용하면서,41) 무력사용의 범위는 넓어지게 
되었다. 이어서 2000년 이후 설립된 임무단은 대부분 헌장 7장을 기반으로 설립되었으며, 
강도 높은 평화유지(Robust Peacekeeping)를 위해 전술적 수준의 무력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안정화 PKO 임무단은 위임명령 이행을 위해 평화강제활동에서 허용되는 전략적 
수준의 무력에 의존하는 모순이 발생하였다. 유엔안보리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임무단
(MINUSCA)이 무장단체에 대하여 위력적인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는데,42) 
MINUSCA는 2017년 2월 밤바리(Bambari)시 재건활동 여건 보장을 위해서 무장헬기를 공
세적으로 운용하여 무장단체를 압박하였으며, 말리임무단(MINUSMA)은 IED 제거, 주보급
로 확보, 순찰, 테러리스트 체포 등의 목적으로 헬기를 공세적으로 운용하였다. 이러한 무력
의 사용으로 유엔은 분쟁 당사자로부터 공정성을 상실하게 되고, PKO 요원은 국제인도법상 
무력분쟁 당사자(a party to an armed conflict)로서 국제법상 보호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고 숀 아빌로아(Seun Abiloa et al.)는 지적하고 있다.43) 

DR콩고 MONUSCO의 무력개입여단(FIB)은 군사령관 통제 아래 2013~14년 실시한 콩
고군(FARDC)과의 연합작전에서 M23 및 ADF(Allied Democratic Forces)와 같은 무장단
체에 전략적 수준의 무력에 속하는 포병화력을 사용하였다.44) 김열수(2019)는 위임명령 이
행을 위한 예방적(proactive) 차원에서 그리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유엔 군
사작전의 목적이 방어(defense)와 강압(coercion) 가운데 어떤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만
들며, 실체적 위협이 아닌 가능성의 영역에 있는 위협을 대상으로 무력을 사용하게 될 개연

concepts, doctrine, and practice in UN Peacekeeing,” p.17. in Cedric de Coning et al., UN 
Peacekeeping Doctrine in a New Er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7).

40) United Nations, S/RES/1265 (1999), para. 6-20.

41) United Nations, S/RES/1270 (1999), para. 14.

42) United Nations, S/RES/2301(2016), para. 34, 34(a)

43) Seun Abiloa et al., “The large contributors and UN peacekeeping doctrine," in Cedric de Coning 
et al.(ed.), UN Peacekeeping Doctrine in a New Er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7). 
p.166.

44) Alexander Gilder(2019),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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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45) 나아가 세드릭 꼬닝(Cedric de Coning)은 유엔 안정화 PKO 
활동이 수용국가의 정치적 해결을 방해하고, 수용국가는 정권유지 수단으로 평화유지활동을 
이용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 문제 해결 실패에 대한 원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적시
하였다.46) 따라서 무력의 사용에 관한 PKO 원칙은 개념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3. 평화유지활동 패러다임 변화와 한계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이하여 2015년 고위급 독립패널이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HIPPO 
Report)는 분쟁 환경을 고려한 위임명령 부여, 분쟁해결을 위한 지역기구와 파트너십 강화, 
여성평화유지요원의 확대, 경찰 참여의 확대, 민간인 보호 강화 등을 권고하였으며, 특별정
치임무단(Special Political Mission, SPM)을 강조하였다.47) 실제로 유엔은 2017년 콜롬
비아검증단(UN Verification Mission in Colombia) 그리고 2018년 호데이다정전지원 
임무단(UN Mission to Support the Hudaydah Agreement, UNMHA)을 설립하였는데, 
모두 SPM 임무단이다. 또한, 2020년 수단다르푸르임무단(UNAMID)으로부터 전환된 수단
통합전환지원임무단(UN Integrated Transition Assistance Mission in Sudan, 
UNITAMS) 역시 SPM 임무단이 PKO 임무를 대신하고 있다.48)  

유엔 PKO의 새로운 패러다임 가운데 특별기술임무단(Special Technical Mission, 
STM)도 한 가지 유형으로 언급할 수 있다. 유엔은 2014년 “유엔 평화유지 기술과 혁신에 
대한 전문가 보고서” 에서 전술 UAV, 지상감시장비, 지휘통제시스템, 폭발물 탐지, 데이터 
분석장비, 첨단 의료장비를 유엔이 필요로 하는 기술혁신 장비라고 언급하고,49) STM 임무
단 설립을 예시하였는데, 이는 사무총장특별대표(SRSG)를 중심으로 분석관, 기술 및 조달전
문가와 상업용 자산을 운용하여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개념이다.50)

한편, 유엔은 2021년 발표한 “평화유지 디지털 혁신 전략(Strategy for the Digital 

45) 김열수(2019), p.182. 

46) Cedric de Coning (2021), p. 217. 

47)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High-Level Independent Panel on Peace Operations,” (16 June 
2015) executive summary. p. ⅷ. 

48) Cedric de Coning(2021), p. 216. 

49) United Nations, “Final Report: Expert Panel on Technology and Innovation in UN Peacekeeping," 
(DPKO & DFS, 2014), p. 45. 

50) United Nations(2014),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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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ation of UN Peacekeeping)”에서 디지털 기술을 분쟁 환경에 대한 분석과 예
측, PKO 요원에 대한 안전, 그리고 신속한 위임명령 이행을 보장하는 가능자(enabler)라고 
설명하였다.51) 특히, 비국가 행위자들의 무기 진화와 사이버 공격, 정보 교란, 허위정보 유
포와 증오 발언 등 디지털 기술 사용과 관련된 새로운 위협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
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DR콩고 MONUC(2010년 MONUSCO로 전환) 소속의 벨기에 부대는 2006년 정찰감시 
및 인도적 지원 활동 목적으로 4대의 UAV를 PKO에서 최초로 운용하기 시작하였다.52) 
UAV를 공여국 자산(COE: Contingent Owned Equipment)으로 운용하는 이와 같은 방
식은 2013년에 변화가 있었다.53) 즉, 유엔이 안보리결의안(2098) 12항(C)에서 무기 금수 
이행감시(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rms embargo) 목적으로 
MONUSCO의 UAS54)운용을 승인하였는데, 민간업체(Selex ES) 계약 방식이지만 임무단이 
관장하는 UAS를 최초로 운용한 것이다.55) UAS는 DR콩고에서 가장 강력한 반군 M23 위
협을 제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UAS 영상첩보와 무력개입여단(FIB)의 화력으로 
인하여 M23은 동부 주요 도시 통제권을 상실하고 도주하였다. 

대부분 PKO 임무단은 효율적인 첩보 처리, 전파 및 사용을 위하여 디지털기술 기반의 
상황공유플랫폼(SAGE: Situational Awareness Geospatial Enterprise)56)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말리임무단(MINUSMA)은 위기관리상황도(명칭: Ushahidi)에 사건사고를 표시
하고, 텍스트 보고서가 아닌 시각화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 시 활용하고 있다.57) 수단다
르푸르임무단(UNAMID)은 상업용 위성영상업체로부터의 영상을 활용하여 폭력행위 감시, 
인권 침해 보고에 활용하였다.58) 나아가 유엔은 인공지능(Machine Learning)을 활용하여 

51) United Nations, “Strategy for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UN Peacekeeping,” (DPO & DOS & 
DMSPC, 2021). p. 5.

52) Helena Puig Larrauri and Patrick Meier, “Peacekeepers in the Sky: The Use of Unmanned 
Unarmed Aerial Vehicles for Peacekeeping,”ICT for Peace Foundation (September 2015), p.19.

53) Dirk Druet, “Enhancing the use of digital technology for integrated situational awareness and 
peacekeeping intelligence,” Center fo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tudies, McGill 
University(April 2021), p.5.

54) 유엔은 비행체(aircraft), 통제반(control station)과 통신(communication)을 포함하는 개념의 UAS(Unmanned 
Aircraft System)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55) United Nations, S/RES/2098(2013), para. 12(c).

56) UNIFIL과 MINURSO 그리고 특별정치임무단(SPM)을 제외한 임무단에 구축된 상황공유 시스템. UNIFIL은 독
립적인 사건사고 추적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Dirk Druet, “Enhancing the use of digital technology for 
integrated situational awareness and peacekeeping intelligence,” Center fo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tudies, McGill University (April 2021), p.9.

57) John Karlsrud(2017), p.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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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및 영상 등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위협의 패턴을 예측하는 방향으로의 발전을 시도하
고 있다. 

하지만, PKO 환경에서 UAS 운용에 대한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첫째, UAS 운용목적이 
PKO 요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효율인 작전과 상황인식을 위한 것이었는데, 강도 높은 유엔
의 군사작전에 대한 저항으로 PKO 요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59) 둘째, 축적된 데이터 
관리에 대한 윤리적 문제이다. 민간인 피해 영상자료를 확인하고도 유엔 임무단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데이터의 보관에 관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60) 인권보호에 관한 
책임은 부작위(不作爲)에 의해서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셋째, 민간업체 운용자의 법적 보호
에 대한 문제다. 전투지역에서 UAS를 운용하는 민간인은 분쟁의 당사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61) 넷째, UAS 운용목적의 이중성이다. 2014년 MONUSCO는 비정부단체
(NGO)의 인도적 활동에 UAS 지원을 제의하였으나, NGO는 거절하였다.62) 강력한 군사작
전에 운용되었던 UAS를 인도적 활동에서 사용함으로써 NGO의 중립성 훼손을 우려한 것이
다. 다섯째, 국경 지역에서 UAS를 운용할 때 인접국 주권(영공)을 침범하는 것이다.63) 여섯
째, 운용목적, 무장 여부에 대한 지역 주민 사전 통보(informed consent)절차에 관한 문제
이다. 이처럼 UAS 운용의 문제점을 통해 PKO에서 디지털 기술 적용의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

58) John Karlsrud(2017), p. 274.

59) John Karlsrud, “New technologies and UN peacekeeping,”p. 273. in Cedric de Coning et al., UN 
Peacekeeping Doctrine in a New Er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7). p. 282.

60) John Karlsrud (2017), pp. 279-281.

61) Kasaija Phillip Apuuli, “The Use of Unmanned Aerial Vehicles (Drones) i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The Case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Vol. 18 No. 13(2014) 
https://www.asil.org/insights/volume/18/issue/13/use-unmanned-aerial-vehicles-drones-united
-nations-peacekeeping-case#_edn1.(검색일: 2022.6.22.). 

62) OCHA reliefweb, “NGOs against MONUSCO drones for humanitarian work,” https://reliefweb.int/repo
rt/democratic-republic-congo/ngos-against-monusco-drones-humanitarian-work (검색일: 2022.6.
11.)

63) Seun Abiloa et al.,(2017), 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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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론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PKO 활동의 기회와 위협을 정리하면 표4와 같다. 아프리
카 3개 안정화 PKO단에서 PKO 원칙에 조응하지 못한 활동에 의하여 국제사회는  대규모 
임무단 창설에 회의적이며, 유엔이 국제분쟁에 대한 정치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SPM 임무단에 대한 참여 기회는 확대되었다. 

<표 4> PKO 참여의 기회와 위협 

기 회 위 협

• SPM임무단 운용 증가 

• 기술 기여 및 국제협력 필요성 증가

  - 악의적 세력의 기술 이용 역대책 필요 

• 개발도상국 평화유지요원에 대한 훈련소요 증가 

• PKO 원칙과 괴리 발생 및 유엔의 신뢰성 훼손

• 평화유지요원의 안전에 대한 위협 증가

  - 악의적 세력의 기술 이용 

• 복잡한 분쟁 상황 하 불필요한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

출처: Ⅲ장 내용에 의하여 정리한 내용임.

PKO 분야에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악의적 세력의 디지털 기술 이용에 따라 기술 기여의 
다양화 및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PKO 훈련소요가 증가하
면서 직접 참여가 아닌 제3국 훈련지원을 통해 유엔 PKO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
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Ⅳ. 한국의 PKO 참여 발전방안

1. 한국의 PKO 활동 평가  

<표 5> 한국의 유엔 PKO·SPM 임무 참여 (2022.6월 기준)

구 분 임무단 기 간 연인원

부대

파병

소말리아공병대대(상록수부대) UNOSOM-Ⅱ 1993.7월~1994.3월 516명

서부사하라국군의료지원단 MINURSO 1994.8~2006.5월 542명

앙골라공병대대(상록수부대) UNAVEM-Ⅲ 1995.10월~1996.12월 600명

동티모르평화유지단(상록수부대) UNTAET 1999.10월~2003.10월 3,283명

아이티재건지원단(단비부대) MINUSTAH 2010.2월~2012.12월 1,425명



21세기 유엔의 평화유지활동과 한국의 PKO 참여 선진화에 관한 연구 ❚115

출처: https://www.mnd.go.kr/mbshome/mbs/mnd/subview.jsp?id=mnd_010901030000

국방부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로 정리(검색일: 2022.9.27.)

1993.7월 소말리아임무단(UNOSOM-Ⅱ)에 상록수부대를 파병한 이래로 한국군·경찰 약 
19,500여 명이 유엔 PKO에 참여했으며(2022.8월 기준), 세계 9위 PKO 분담금(2022~24
년, 2.574%)64)을 기여하고 있다(표 5). 그동안 한국의 유엔 PKO 활동을  뒤돌아보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기여는 물론,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한국군의 역량을 발전시켜 
왔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PKO 참여를 평가하면 표6과 같다. 여기에서 위험

64) 외교부홈페이지,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1974 (검색일: 2022.7.02.) 

구 분 임무단 기 간 연인원

부대

파병

레바논평화유지단(동명부대) UNIFIL 2007.7월~현재
8,336명

(현재 275)

남수단 재건지원단(한빛부대) UNMISS 2013.3월~현재
4,211명

(현재 281)

개인

파병

PKO

그루지아

인도·파키스탄

동티모르

사이프러스

라이베리아

부룬디

수단카르툼

수단다푸르

레바논

코트디브아르

서부사하라

아이티 

남수단

UNOMIG

UNMOGIP

UNMISET

UNFICYP

UNMIL

ONUB

UNMIS

UNAMID

UNIFIL

UNOCI

MINURSO

MINUSTAH

UNMISS

1994.11월~2009.7월

1994.11월~현재

2000.1월~2004.6월

2002.1월~2003.12월

2003.10월~2016.1월

2004.9월~2006.12월

2005.11월~2011.7월

2009.6월~2021.6월

2007.1월~현재

2009.7월~2017.2월

2009.7월~현재

2009.11월~2014.12월

2011.7월~현재

88명

219명(현재 7)

45명

1명

24명

4명

46명

19명

57명(현재 4)

14명

42명(현재 3명)

10명

65명(현재 8명)

SPM
아프가니스탄

네팔

UNAMA

UNMIN

2003.7월~2010.12월

2007.3월~2011.1월

7명

13명

정부긴급구호대 시에라리온 2014.12월~2015.3월 16명

경찰

파견
PKO

소말리아

동티모르

동티모르

라이베리아

아이티

남수단

아베이

UNOSOM-Ⅱ

UNMIT

UNTAET

UNMIL

MINUSTAH

UNMISS

UNISFA

1994.4월~1994.10월

2006.12월~2012.12월

1999.6월~1999.9월

2013.4월~2018.3월

2018.3월~2019.10월

2000.2월~현재

2021.3월~2022.3월

2명

18명

5명

9명

4명

8명(현재 4명)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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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과 임무단에 대한 참여는 분쟁 당사자의 동의, 공정성, 무력사용의 한계 등 PKO 원
칙에 대한 면 한 숙고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 한국 PKO 참여 강·약점 

강 점 약 점

• 30년간 PKO 참여 

  - 병력(35위권) 및 재정기여(9위)

• 우수한 역량과 자질의 인적자원 보유

• 성공적 민사작전 노하우 축적

• 소프트파워 및 첨단기술 강국

• 위험한 지역과 임무단 참여 소극적

• 군 병력 위주의 참여

  (민간인, 경찰 참여 상대적 미흡) 

• 전투부대 파병에 대한 반대 여론

출처: 표 5 내용을 참고로 정리하였음.

2. PKO 참여 발전방안

SWOT 분석에 의하여 기회와 강점은 활용하고, 위협과 약점은 최소화하거나 전환하는 발
전형 전략 모델을 이용하였다. 

가. 선진국형 훈련 기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훈련소요와 국제협력을 기회로 활용하고(표 4), 우수한 역량과 인적자
원을 보유한 가능자로서 강점을 활용하여 PKO 훈련 기여를 확대할 수 있다(표 6). 유엔 
DPO 통합훈련처(Integrated Training Service, ITS)는 2022년 군필수역량소요(Current 
and Emerging Uniformed Capability Requirement for UN Peacekeeping) 보고서에
서 정보감시정찰(PKISR), 공병, 참모장교, 통신, 민군작전, 기지방호 관련 훈련자료 개발을 
위한 전문가(Subject Matter Expert, SME)의 참여를 요청하였다.65)  이와 같은 PKO 교재
개발과 전문가 파견은 이제까지 소위 PKO 선진국으로 알려진 서구권 국가들 중심으로 이
루어져 왔다. PKO 전문가는 C4ISR(지휘통제통신·컴퓨터·감시정찰) 아카데미에서 ⑴ 
RSCE(Regional Service Center in Entebbe) 교육센터 대면교육 ⑵ 임무단에 직접 전개
하여 이동식 교육(MTT), ⑶ 원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그림 7). 

65) United Nations, “Current and Emerging Uniformed Capability Requirements for United Nations 
Peacekeeping,” (DPO, Mar 2022), pp. 2-3.

      https://pcrs.un.org/Lists/Announcements/AllItems.aspx (검색일: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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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C4ISR 아카데미 전문가 지원 

  

출처: https://operationalsupport.un.org/en/uncap/partnerships (검색일: 2022.7.21.)

우리나라는 2021년 서울유엔평화유지장관회의에서 ⑴ 장병 및 의무요원 대상 감염병 예
방 및 응급처치 교육 ⑵ 아세안 회원국과 양자 협력을 통해 지뢰 제거 훈련 지원, ⑶ 유엔 
여군 교육과정 유치(23년) 등을 훈련기여 공약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유엔 보병대대
(UNIBAM) 훈련교재 개발에 참여하였으며, 의료지원 분야에서 PKO 전문가에 의한 훈련 
기여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후발주자로서 참여하기 시작한 한국은 앞으로 훈련 지원 분야
를 다양화하고 전문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유엔 DPO는 경찰과정(National Investigation Officer), 공병중장비 훈련(케냐), UAS(무인
항공체계) 및 C4ISR(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감시정찰), 소형 UAS 교관과정, 여성 민사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PKO 담당자들이 현장학습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PKO 유경험자, DPO 파견 복귀자, 민간인(예비역 
포함)을 인적자원으로 관리하여 PKO 전문가(SME)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특별정치임무단(SPM) 참여 

정치·평화구축국(Department of Political and Peacebuilding Affairs, DPPA)이 관장
하는 SPM 임무단은 Ⅱ장 유엔의 평화·안보 영역(그림 1)에서 평화조성과 평화구축을 중심
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SPM 임무단은 민간인이 주도로 운영되지만, 정전감시 또는 평화구
축활동을 위해 군·경찰을 포함할 수 있으며(그림 8), 과거 한국은 아프가니스탄과 네팔임무
단에 참여하였다(표 5).66) 한편, SPM 임무단에 소속된 군·경찰 요원은 위임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거버넌스 지원, 선거 지원, 무장해제·동원해제·재통합(DDR), 안보분야 개혁(SSR) 분

66) UNAMA 경우에는 정치임무단이지만 예외적으로 DPKO(현 DPO)에서 관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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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67) 
세드릭 꼬닝(Cedric de Coning)은 유엔 PKO가 단기적으로 축소 또는 조정되면서, 새로

운 성격의 임무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68) Ⅲ장에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SPM 임무
단 역할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한국의 PKO 참여에 있어서도 임무 확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8> SPM 임무단 (군, 경찰, 전문가)

출처: https://peacekeeping.un.org/en/troop-and-police-contributors. (검색일: 2022.7.21.)

이를 위해서는 스웨덴 평화유지활동센터(SWEDINT) 무장해제·동원해제·재통합(DDR), 
민군관계, 핀란드 국방군국제센터(FINCENT) 안보분야 개혁, 노르웨이 국방국제센터 정전
중재 과정을 참고하여 국방대학교 ‘유엔 평화안보 아카데미(가칭)’ 프로그램에 관련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SPM 임무단 참여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서 경찰대 PKO 교
육센터의 유엔 경찰 교육과정을 마친 경찰 PKO 요원도 파견 전 유엔 평화안보 아카데미 
교육 참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틈새 전략을 위한 기술 기여 다변화 

한국군은 「국방혁신 4.0」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 건설’ 이라는 목표 아래 첨단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미래 유엔 PKO가 추구하는 기술과 

67) 임윤갑(2021), p. 467.  

68) Cedric de Coning(2021), p.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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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보유한 것은 PKO 참여에 있어서 커다란 강점이다. 유엔지원국 (DOS: Department 
of Support)은 MINUSMA 데이터 네트워크망 구축(MMSN: MINUSMA Mission 
Secured Network), 기지 보안 서비스, 감시장비 지원, 무선 공개첩보 수집(Radio Mining 
Project), MINUSCA  Orbiter-3 UAS 및 전문가 지원, MONUSCO 신속 전개 지휘통제센
터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공여국(Tech-CC)과 파트너십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에 대한 국제사회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69)

특히, 악의적 세력으로 간주되는 비국가 행위자의 UAV 이용 증가에 따라 UAV 대응체계 
개발이 시급한 과제가 되면서 유엔 DPO는 UAV 대응체계 역량과 신규장비 확보, 관련 훈련 
지원을 요청하였다.70) 또한, 비국가 행위자들이 사이버 폭력과 증오심 유발하고, 사회적 통
합을 방해하는 역정보·거짓 정보·보복 정보를 유포하면서 사이버보안 분야는 평화유지활동
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71) 

한국은 유엔 지리공간정보시스템(UN Open GIS) 개발 및 남수단 임무단 스마트 캠프 구
축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1 유엔평화유지장관회의에서 DR콩고임무단 범죄정보관리
체계 개발 지원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틈새 전략을 목표로 유엔 DPO 및 DOS의 
새로운 요구를 충족하면서 PKO 임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기술 기여의 확대가 요망된다.

라. 평화유지정보(PKI) 활동 능력 기여   

PKO 위임명령이 복합적인 임무로 확대되고, 다양한 종류의 도전과 위협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정보에 기반한 작전활동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PKO 임무단 본부에는 디지털 및 
정보보안 기술을 바탕으로 통합작전상황실(Joint Operation Center, JOC) 및 통합임무분
석실(Joint Mission Analysis Center, JMAC)을 운용하고 있으며, 말리임무단의 경우에는 
첩보융합센터(All Sources Information Fusion Unit, ASIFU)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72) 
통합임무분석실(JMAC)은 2005년 아이티임무단(MINUSTAH)의 갱단척결작전 실패 이후 
설치되었으며, 2006~7년 무력진압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73) 한편, 2013년 DR콩
고임무단은 고해상도 카메라를 활용하여 M23 반군 거점을 확인하고 UAV와 무장헬기를 활

69) https://operationalsupport.un.org/en/partnership-initiatives#projects (검색일: 2022.6.30.)  

70) United Nations(DPO, Mar 2022), pp. 9-10.
      https://pcrs.un.org/Lists/Announcements/AllItems.aspx (검색일: 2022.6.30.)  

71) Cedric de Coning(2021), p. 219. 

72) United Nations(2014), pp. 65-66. 

73) 하경석, “유엔 PKO의 효과적인 무력사용은 가능한가? 아이티 MINUSTAH의 갱단척결작전 사례,” 『PKO저널』
제21권(2020.12월), pp.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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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이들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성과에 근거하여 유엔은 U-2(군사령부 
정보처) 및 통합임무분석실(JMAC)에서 감시자산 운용, 분석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훈련
된 정보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74) 

우리나라는 PKO 임무단 통합작전상황실(JOC)이나 통합임무분석실(JMAC)에  파병한 사
례는 없으며, 레바논임무단(UNIFIL) U-2에 참모요원을 파병하고 있으나 MPKI(Military 
Peacekeeping Intelligence) 또는 PKISR(Peacekeeping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 참모요원은 아니다. UNIFIL 정보처(U-2) 참모
요원은 육·해·공군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정보 직위에서 선발하고 있으나, 현지 수행업무를 
고려할 때 MPKI 또는 PKISR 교육을 이수한 PKI 전문참모 후보군을 양성하여 파병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군이 운용하고 있는 드론 장비와 운용요원은 해외파병을 위한 관점에서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 시 제한된 정보자산을 해외에 투입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기술을 대표하는 UAV 운용은 그 성과가 입증되
면서 PKO에서 소형 UAV를 중심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PKO분야에서 
UAV활용에 대한 연구와 UAV 대응체계 개발에 참가하여 분쟁지역에서 UAV 운용을 선도
하고, 그 지식을 국내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Ⅴ. 결론

한국은 지난 30년간 약 19,500여 명의 유엔 PKO 파병을 통해서 유엔과 수용국으로부터 
찬사를 받아왔다. 2019년 PKO 10대 재정공여국에 진입하였으며, 2021.12월, 서울유엔평
화유지장관회의에서 유엔의 요구를 충족하고 한국의 강점인 기술·의료·교육훈련 등을 부각
시킬 수 있는 ‘6대 기여공약’을 제시했다.75) 따라서 병력·재정 기여와 더불어 PKO 선도국가
로서의 새로운 역할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유엔 PKO 추이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새로운 PKO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안정화 PKO 활동이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다양한 행위자

74) United Nations(DPO, Mar 2022), p. 7.

75) ⑴ 유엔 스마트캠프 구축 ⑵ PKO 임무단 의료·방역 역량 강화 ⑶ 아프리카 임무단 헬기 자산 공여   ⑷ 병력공
여국 PKO 훈련·장비 지원  ⑸ 여성 PKO 요원 역량 강화  ⑹ 경찰 PKO 요원 추가 파견. 
김상진,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성과와 의의,” KIDA ROK Angle(2021.12.21.),

      https://www.kida.re.kr/cmm/viewBoardImageFile.do?idx=33631 (검색일: 202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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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얽혀서 혼재된 가운데 안정화 PKO단은 다차원적 임무를 부여받았으며, 비현실적 기대
가 포함된 위임명령으로 말미암아 PKO 원칙과 멀어지는 괴리(gap)가 발생하였다. 셋째, 
PKO에서 기술혁신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으며, 안보리 위임명령을 효율적으
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한 안정화 PKO단 사례를 중심으로 PKO 참여에 관한 기회
와 위협을 도출하고, 한국의 PKO 참여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PKO 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PKO 파병 희망 국가 또는 유엔 아카데미(UN C4ISR 아카데미)에 전문가를 파견하
거나 PKO 훈련교재 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평화유지요원의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기여 확대가 요망된다. 

둘째, 특별정치임무단(SPM) 참여를 고려해 볼 만하다. SPM 임무단 위임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지원, 선거 지원, 무장해제·동원해제·재통합(DDR), 안보분야 개혁(SSR)
과 같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국방대학교에서 구상하고 있는 ‘유엔 평화
안보 아카데미(가칭)’ 운용과 연계하여 SPM 임무단 참여 확대를 위한 여건조성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유엔은 임무단 전체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서 기술공여국 지원과 파트너십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틈새 기회들을 활용하기 위한 한국의 기술 기여 다변화가 필요하
다. 예를 들면, UAV 운용에 관한 국제사회 논의를 주도하고, 나아가 기술 강국으로서 UAV 
대응체계 개발에 대한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PKO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위협
에 대하여 다자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평화유지정보(PKI) 활동에 대한 기여 확대를 위해서 전문 참모요원을 양성하고 임
무단 PKI 핵심직위(JOC 및 JMAC, 군사령부 U-2)에 파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
다. 국제분쟁 환경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 시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경험을 한반도에서 예
상되는 하이브리드 전쟁 양상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안정화 PKO단을 사례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Ⅲ장에서 제시했던 문제점
들이 모든 PKO 임무단에서 공통적인 것이 아니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렇
지만, 학계에서 논쟁의 중심에 있는 안정화 PKO단 사례를 통해서 PKO 참여에 있어서 기회
와 위협을 고찰하고, 한국의 PKO 참여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
다. 궁극적으로 PKO 참여 선진화는 한국이 병력·재정 기여를 유지하면서 선진국형 PKO 
분야인 훈련·기술 기여를 확대하고 PKO 분야의 담론을 주도함으로써 선도국가로서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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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UN peacekeeping operations of the 
21st century and the ROK's Development for the UN 

PKO contributions

Jin-hyok Moon, Ji-won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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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on in PKO, PKO training and technology contribution

Korea started participating in the UN PKO in July 1993 with the deployment of the 

Evergreen Unit to Somalia (UNOSOM-Ⅱ), and 2023 marks 30 years of the UN 

peacekeeping contributions since its first deployment. In the international conflict 

environment of the 21st century, the UN PKO is facing new challenges. As the mandate 

becomes more complex, misgivings were raised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PKO 

principles, peacekeeper sacrifices are increasing by the terrorist tactics and the digital 

devices used by malicious actors. On one hand, digital technology to support efficient 

mission performance has been introduced, and technical contributions are required to 

improve the peacekeeping capability and enhance its effectiveness.

This study seeks ways to advance the ROK's contributions in PKO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the UN peacekeeping environment in the 21st century. First, the global 

PKO education and training contributions may be bolstered providing SMEs(Subejct 

Matter Expert) to countries wishing to deploy PKO troops and joining partners in 

developing peacekeeping training materials. Second, it is possible to consider to join 

SPMs(Special Political Mission) and expand the area on the UN peace and security 

spectrum. Third, it may be considered to expand technical contributions by responding 

to the UN's request capitalizing on niche opportunities. Fourth, in the digital 

peacekeeping era, contributions to strengthen PKI(Peacekeeping Intelligence) capabilities 

may be considered with the deployment of MPKI trained peacekeepers and technical 

support to develop the counter-UAV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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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 해병대군사학과 교수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소말리아 평화유지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유엔, 아프리카 연합, 소말리

아 연방군, 기타 기구 및 각국 참가 군사력들의 역할과 활동을 분석하여 소말리아 평화작전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말리아 평화작전 참가 군 관련 행위자들

을 식별하여, 그들 간의 상호관계를 도식화한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소말리아 정부 정치체제 불안정의 원인은 자체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씨족들과 연방회원국

들이 외부 지원세력들의 평화유지 활동의 효과를 저하시키기 위해 벌이는 활동에 있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평화작전 참가 행위자들은 상호지원을 위한 노력 없이, 소말리아 안정화라는 목표를 

위해 상황에 따라 가용능력 범위 내에서 타 행위자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각 

행위자들의 역할 분담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어, 조건이 충족되면 아프리카연합에서 유엔 

통제 하 소말리아 군 주도로 전환하겠다는 작전개념은 비현실적이었다.

소말리아 평화작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연방정부, 독립 및 지방정부를 

포함 소말리아 국민들의 단합된 의지, 둘째, 유엔주도 단일한 지휘 및 작전 수행체계 정립, 셋째, 

소말리아 군의 능력을 고려한 임무 전환 시기 결정, 마지막으로 국제사회 차원에서 소말리아 

평화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조달 등이 요구되었다. 이런 것들이 선행될 때, 소말리아의 평화, 

정치체제의 안정, 그리고 국가 재건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가 우리 한국군

에 주는 주요 교훈은 결론에서 제시하였다.

핵심어: 유엔 평화유지작전, 아프리카연합소말리아평화유지군, 소말리아 연방군, 알 샤바브,

유럽연합 소말리아 훈련임무

요 약

국방연구 2022년 9월
제65권 제3호, pp. 12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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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6세기 초 고전 전략가인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자국의 안전을 용병에게 맡긴다면 
그들은 군주에 대한 충성심이 없어 자국의 안정을 도모할 수 없고, 원군을 불러들인다면 그
들은 다른 나라 지배자의 명령에 복종하기 때문에 자국의 파멸을 불러 올 것이라고 경고하
고 있다.1) 그는 군사력의 역할을 타국 군사력 격멸 및 점령 등의 영토 복속의 수단으로 보았
기 때문에 원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자국민으로 구성된 시민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현시대 군사력의 역할은 자국방어, 타국의 침공억제, 국력 발휘수단으로서의 타국 
강압, 세계 평화를 위한 군사력 사용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2)

특히 탈냉전시대에 들어와 유엔 중심의 국제정치 체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타국에 대한 침
공이나 강압보다는 자국 방어, 국제 평화, 안보유지 목적에 한해서만 군사력이 사용되고 있
다. 이 맥락에서 컬럼비아 법과대학 교수를 지낸 마이클 도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전쟁을 벌이지 않는다.”는 명제를 주창하기도 하였다.3) 이처럼 현 시
대 군사력의 기능은 타국 영토 점령을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
한 강압의 힘, 유엔이나 다국적군이 중심이 되는 세계질서유지, 그리고 인권유린 등이 발생
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유엔 및 지역기구의 역할 강화와 군사력의 기능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아프리카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s)이다. 지구상에서 
기 실시된 59건 중 25건이, 2022년 현재 13건 중 7건이 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4) 유엔 
평화유지 활동은 어느 한쪽을 지원하여 승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 간 분쟁
을 종료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어, 성공과 실패 사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하지
만 진행 상태나 활동 종료 시 해당국가의 내부적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데, 특정 사례들은 유엔이나 강대국들이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많은 비판
을 받거나 작전이 조기에 종료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것들도 있다. 이러한 활동
의 주요 예로는 르완다, 콩고민주공화국 내전, 다르푸르, 코트디부아르, 소말리아 내전 등을 
들 수 있다.5) 

1) Machiavelli, Niccolò. 이남석(역). 『군주론: 시민을 위한 정치를 말하다』 (서울: 평사리, 2017), Chap. 13.

2) Lider, Julian. Military Theory (Aldershot: Gower Publishing Company Ltd., 1983), p. 25.

3) Nye, Joseph. 양준희･이종삼(역). 『국제분쟁의 이해: 이론과 역사』 (파주: 한울, 2015), p. 93.

4) 강효경. “아프리카 분쟁관리체계의 발전과 전망: UN-아프리카 연합(AU),” 『PKO 저널』 제21호 (2020), p. 95. 
유엔 홈페이지를 참고, Data 수정. UN, “UN Peacekeeping,” https://peacekeeping.un.org/en (검색일: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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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소말리아에서는 현재 유엔 주도하 군사력을 파병한 평화유지 작전은 종료되고, 대신
에 아프리카 연합과 미국, 유럽지역의 일부 국가들이 파병한 군에 의해 시행되는 평화작전
이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소말리아 연방국 자체가 안고 있는 복합적인 위협요인을 고려, 
유엔 주도 작전보다 아프리카 지역 내 기구 군사력에 의한 평화작전이 효과적이라는 전제가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유엔의 역할은 배제되지 않고, 군사력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소말
리아 정국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소말리아 평화유지활동의 특성을 반영, 본 논문
의 연구 목적은 소말리아 평화유지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유엔, 아프리카 연합, 소말리아 
연방군, 개별국가/기구 파병군의 역할관계 변화를 분석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에서 우리가 평화작전 간 염두에 두어야 할 교훈
을 정리한다. 본 논문은 평가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정부 및 기관 발행 자료, 학자 및 언론에
서 발표한 논문, 기고문, 논평 등의 자료들을 분석 및 평가하는 질적 접근방법을 택하였다.

II. 평화작전 목적/유형, 그리고 참가 행위자 간 역할관계

1. 평화작전 목적 및 유형

유엔 주도 평화작전의 목적은 파괴된 국가에 대한 안보, 공공질서, 정치 및 행정체제 구축, 
민주주의 정착, 그리고 사회 경제 회복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의 역량을 재건하는 것이다. 
평화활동의 유형은 정치적 진행에 따라 평시 분쟁예방, 분쟁 시 평화조성과 평화강제, 정전
이후 평화구축 단계로 나누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평화활동의 유형

출처: U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Principles and Guidelines (2008), p. 19.

5) 황규득. “아프리카 평화유지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제지역연구』 제22권 3호 (2018), pp. 2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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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틀은 유엔중심 군사력 파병을 넘어 ‘과도정부’와 ‘하이브리
드 평화작전 모형’으로 발전되고 있다. 전자는 유엔 동티모르 과도정부처럼 정부체제 변화나 
독립하는 국가를 지원하는 것이고, 후자는 유엔-아프리카 연합 하이브리드작전 다르푸르
(the UN and AU Hybrid Operation in Darfur)처럼 단일정부 혹은 국제/지역기구, 기관
이나 단체에서 파견된 군인, 경찰, 민간요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6) 평화작전 유형발전
과 병행, 1964년 사이프러스 유엔평화유지작전(the UN Peacekeeping Force in 
Cyprus: UNFICYP)에 경찰과 민간인들이 참가한 이후 요원들의 속성도 다양해지고 있다.

추가로 유엔 난민고등판무관(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같
은 국제기구, 국제적십자사와 같은 독립적 인도적 지원기구, 국경없는 의사회(Medecins 
Sans Frontières: MSF) 같은 국제적 비정부기구, 그리고 작전이 수행되는 지역에 따라 지
역 비정부기구들도 참가하고 있다.7) 이외에도 아직 유엔 평화작전 원칙과 지침에는 명시되
지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평화작전기구를 설치, 관리, 수행하는 측면에서 유엔평화작전(UN 
Peace Operations), 유엔인가평화작전(UN Authorized Peace Operations), 비유엔평화
작전(Non-UN Peace Operations)으로 구분하기도 한다(<표 1> 참조).

<표 1> 설치, 관리, 수행측면에서의 평화작전 분류

구   분 승인/편성 인가 유엔개입(관리/수행) 수행의 예

유엔

평화작전
안보리(총회)8)

유엔사무총장(Secretary General)이 대표자 

및 임무수행의 장 임명: 작전권 보유, 모든 활동 

통제

유엔인가

평화작전
안보리

공식적 개입 최소화, 수행주체는 안보리 

작전수행경과 보고

UNITAF in Somalia 

1992

비유엔

평화작전

안보리 참여제한, 

해당국 요청 의거 

국가/지역/다자기구 

및 기관의 합의 

유엔 결의안/의장성명에 의거 유엔 

집단안보체제 내에서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함=유엔 헌장에 명시된 목적과 원칙에 

의거 작전을 수행하여야 함

솔로몬 섬 지역 

지원임무(Regional 

Assistant Mission 

Solomon Islands: 

RAMSI)

출처: Oswald, Bruce･Durham, Helen･Bates, Adrian. Documents on the Law of UN Peace Oper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p. 4-7.

6) Oswald Bruce･Durham Helen･Bates Adrian. Documents on the Law of UN Peace Oper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 4.

7) Oswald Bruce･Durham Helen･Bates Adrian (2011), p. 4.

8) 유엔 총회에서 결정한 평화작전은 1956년 수에즈 위기 시의 위기대응군(the First United Nations 
Emergence Force: UNEF I)과 1962년 서 뉴기니제도(the UN Security Force in West New Guinea: 
UNSF) 두 개이며, 이후는 안보리에서 결정하여 설치 및 시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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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 행위자 간 역할관계

평화작전의 원칙에 따르면, 평화유지 활동에 참가하는 모든 행위자들은 자발적으로 합의
성, 중립성 혹은 비 활동이 아닌 참가한 평화유지자들의 공정성, 마지막으로 최후의 수단 
혹은 자체방어 목적 군사력 운용 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9) 평화유지활동은 갈등예방, 
관리, 그리고 해결의 수단이지만, 평화유지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과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적도 없고, 꼭 승리해야 할 필요성도 없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은 집행자가 아닌 조정자로 
활동하여야 하며, 평화작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요소로는 참가행위자들의 자발적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10) 그래서 모스코스는 공정성을 “갈등의 어느 당사자 입장에서 보아
도 평화유지군들이 도덕적 정당성이나 물질적 우세 측면에서 분명한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
로 정의하고 있다.11) 결론적으로 평화작전 수행 간 참가자들이 공정성을 포기한다면, 갈등
당사자들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적으로 돌려야 하는 위험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화작전 시 군사력 사용관련 개념과 절차를 정
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안보리가 작전 수행의 주도권과 세부 실행방안을 현시 부대에 위임
함으로써, 그 정당성이 부여된다. 핀더레이는 이런 사항이 유엔헌장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평화유지군 파병의 목적인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언급한 헌장 6장에 의해 관습적
으로 인가된 것으로 보고 있다.12) 따라서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평화작전 수행 간에는 
평화강제작전 수행이 요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헌장 6장으로만 허용되지 않기 때
문에,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 위반, 그리고 침략행위를 언급한 헌장 7장에 근거, 안보리의 
결정은 경제 제재와 군사적 행동 등의 강압적 수단을 취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가진다.13)

이러한 평화작전을 위한 지휘체계는 유엔안보리, 유엔사무총장, 유엔사무총장이 임명한 
대리인(군지휘관), 유엔사무국, 국가대표단 등으로 편성된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표 2>에
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사무총장이 임명한 대리인이나 군 지휘관들은 
안보리, 사무총장, 사무국의 지시를 받아 평화작전 최고위 사령부를 구성하고, 각국 및 지역
기구에서 파병된 군사력, 경찰력, 민간 요원들을 작전 차원에서 지휘 통제하여 주어진 임무

9) UN Peacekeeping. “Principles of Peacekeeping.” https://peacekeeping.un.org/en/principles-of- 
peacekeeping (검색일: 2022. 1. 18).

10) Findlay, Trevor. The Use of Force in UN Peace Oper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 4.

11) Moskos, C. C. Peace Soldiers: The Sociology of a United Nations Military For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p. 3.

12) Findlay, Trevor(2002), p. 7.

13) Findlay, Trevor(2002),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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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달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 체계는 평화작전에 부대를 파견한 국가의 의도가 개입되면서 
유엔의 의도와 다르게 수행되거나 그 효과가 저조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표 2> 평화작전 시 군사력 운용 지휘체계

구  분 주요 기능 비  고

유엔안보리
회원국이 제공한 군사력 지휘/통제

헌장 47항 군사위원회 설치 명시: 미운용

지휘권 이양가능

(단일국가, 동맹, 지역기구 등)

총회 평화작전 재정문제 담당 평화작전특별위원회(1965)

사무총장 총사령관 임무수행 군사위원회 운용 시는 미 수행 

사무총장 

대리인

(군 지휘관)

대리인: 유엔 혹은 회원국 대표자 임명

군 지휘관: 군사력 파견국 중 특정국 대표자

작전부대 설치, 관리, 통제 자치권 보유

사무총장의 지휘관 대리,

유엔사무국의 지시도 수용

유엔사무국
DPKO 설치(1992)

24시간 상황실 개소(1993)
군사적 조언 /상황 파악 역량 강화

국가 대표단
이론: 유엔의 지휘 통제

실제: 파병한 국가의 성향/의도 중시
유엔 명령 취소/약화 경향

출처: UN Peacekeeping. “Forming a New Operation.” https://peacekeeping.un.org/en/forming-new-ope

ration (검색일: 2021. 11. 8).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 유엔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헤스(António Guterres)는 
평화작전 관련 유엔 발전체계뿐만 아니라 관리 및 구조체계 등의 재편을 제안하였다. 그가 
제안한 비전의 핵심은 작전수행 간 발생하고 있는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를 중심으로 
평화와 안보 분야에 대한 중요도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차세대 평화작전의 우선순위를 찾기 
위해 유엔은 유엔 대표자, 비유엔 당사자, 국가 대표자, 학자, 민간, 역내 기구 및 평화작전 
경험자들의 조언을 수렴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기구 및 대표자들의 권한의 적절성, 주요 
참가자들의 정치적 목적과 의지, 지역기구 및 타 참가자 대비 유엔 주도 작전의 상대적 이점, 
지원체계 구축 등에 초점을 두고 2030년 완성을 목표로 전면 재검토중이다.14)

이상과 같은 평화작전 참가 행위자 간 역할관계를 기초로, DPKO는 참가 행위자들 간의 
통합된 접근만이 피 지원 국가를 갈등에서 지속적인 평화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
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다차원의 유엔주도 평화유지 작전은 명백하고 공유된 우선순
위에 대한 공동 인식과 단일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각각의 참가 행위자들의 의지가 
결합되어 유엔중심 체계 내에서 실시될 때 가장 효과적이며, 통합된 계획과 실행이 성공의 

14) UN Peacekeeping. “Reforming Peacekeeping.” https://peacekeeping.un.org/en/reforming-peace
keeping (검색일: 202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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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강대국들은 여전히 국제안보와 평
화유지 작전수행에 대하여 자국의 이해관계와 실리에 따라 제한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각 
국가들도 작전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들의 역할 수준을 결정함으로서 과거에 실시되
었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화작전들이 완전히 통합된 형태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16) 
이는 탈냉전시대 들어, 세계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미국은 자국과 
치명적인 이해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소말리아의 안보를 지원할 시는 최대한 타국가의 자원, 
무기, 군사력, 자본을 이용하려고 하고, 자국은 최소한의 개입을 목표로 설정하였다.17) 이러
한 미국의 정책은 오늘날까지 소말리아가 안정되지 못하고 지속적인 분쟁에 시달리게 된 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인 유엔, 지역기구, 소말리아 연방정부군, 그리고 각국에서 파
병한 군사력들이 소말리아에서 수행하고 있는 평화작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위 제대들 
간 상호작용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바꾸어 말하면, 2022년 현재 소말리아 평화작전
에 군사력을 파병하고 있는 UN, 지역기구인 아프리카연합, 소말리아 연방군, 그리고 기타 
국제/지역기구와 개별국가 행위자들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석하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소
말리아 평화작전 수행체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참가부대 간의 상호
관계는 <그림 2>와 같이 도식할 수 있다.

<그림 2> 소말리아 평화작전 참가부대 간 상호관계

유엔 안보리

사무 총장

AMISOM
(아프리카 각국 파병 

평화유지군) 군, 기구, 민간요원

타 기구/개별국가

소말리아 정부

UNSOM, UNSOS

SNA

       지휘/통제
       군수/행정지원

       작전지원/상호협조작전
      훈련 및 기타 지원

범례

AU

출처: 작전 원칙과 소말리아 평화작전에 군사력을 파병한 행위자에 근거를 두고 필자가 정리

15) U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Principles and Guidelines (2008), pp. 53-57.

16) 이는 평화작전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계층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
제이다. Smith, Richard. “The Requirement for the United Nations to Develop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Doctrine for the Use of Force in Intra-State Conflict,” The Occasional No. 10 (1994), 
p. 44.

17) Chayes, Antonia Handler･Jordan, Wendy J. “Coalition Management in Peace Operations,” in 
Chayes, Antonia Handler･Raach, George T. (eds). Peace Operations: Developing an American 
Strategy (Washington, D.C: the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5), pp. 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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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행위자와 역할

1. 소말리아 안보환경: 평화유지 위협 요인들

아프리카 동쪽 뿔 지역에 위치한 소말리아는 아프리카 정치사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강대국은 아니다. 1991년 1월 당시 대통령 바레(Jaale Maxamed Siyaad Barre)가 축출된 
후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으나, 주도자인 아이디드와 임시 정부 수반이었던 알리 마디 무하마드
(Ali Mahdi Muhammad) 간에 권력 다툼으로 씨족 간 투쟁이 시작되면서 무정부 상태가 
되었다. 게다가 그해 발생한 가뭄으로 인해 내전과 기근이 심화되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초기에는 국제적십자사와 비정부기구들이 지원하였으
나, 차츰 유엔, 아프리카통일기구(The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OAU), 아랍연맹
(The League of Arab States: LAS), 그리고 이슬람제국회의기구(The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OIC) 등이 개입되면서 소말리아 안보 문제는 점차 지역 및 세계적
인 것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유엔은 소말리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1992년 1월 23일 결의안 733호에 
의거 파키스탄 병력 500명으로 구성된 유엔 소말리아 평화유지단 I(UN Operation in 
Somalia I: UNOSOM I)과 1992년 12월 결의안 794호에 의거 미국 등 24개국의 지원을 
받아 구성된 약 37,000여명의 통합기동부대(United Task Force: UNITAF)를 파병하여 중
부와 남부지역에서는 반군퇴치와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 모가디슈 등에서 활동하고 있던 비정부기구나 민간요원들은 여전히 
테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소말리아 북동부(현 푼트란드 지역), 북서부(현 소말릴란드 
지역), 그리고 소말리아-케냐 국경지역에는 UNITAF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유엔 
사무총장은 1993년 3월 1일 UNITAF에서 UNOSOM II로의 전환을 제의하고, 작전목표도 
소말리아 내 전 씨족들에 대한 적대 행위 감시, 폭력 예방 및 폭력발생 시 강제 진압, 무장조
직에 대한 중화기 반입 금지, 인도적 지원을 위한 병참선인 항공･해상･지상 운송통로 확보, 
유엔/지역기구/비정부기구의 시설 및 인원보호, 기뢰/지뢰 등 위협요인 제거, 피난민/국내 
실향민 정착 지원 등 한층 진보된 정책 목표를 추진하게 되었다.19) 이와 같은 유엔 차원의 

18) UN Peacekeeping. “Somalia UNOSOM I.” https://peacekeeping.un.org/sites/default/files/past/unos
om1 backgr2.html (검색일: 2022. 1. 18). 

19) UN Peacekeeping. “Somalia UNOSOM II.” https://peacekeeping.un.org/sites/default/files/past/u
nosom2 backgr2.html (검색일: 2022. 1. 18).



소말리아 평화작전 참가 군 관련 행위자들의 역할 관계  분석 ❚135

평화작전 의도와 목적은 명확하였지만, 1993년 10월 18일 모가디슈에 투입되었던 미군 18
명이 반군에 의해 사망하자 미국은 1994년 초 철수를 선언하였다. 이어,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 등 타 국가들도 철수하면서 1995년 3월 31일 작전이 종료되었다.20)

이후, 소말리아는 이슬람 테러집단의 지속적인 위협에 시달리게 되었고, 소말리아 내 강한 
이슬람 정부의 등장을 우려하던 에티오피아 정부가 2006년 미국 공군의 지원을 등에 업고, 
소말리아를 공격하여 많은 인원을 학살하고, 수만의 피난민을 발생케 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소말리아는 2011년 발생한 가뭄으로 인해 내전이 더욱 심화되었고 수많은 소말리아인들이 
에티오피아, 케냐 등으로 망명하여 국경 문제를 야기하였다.21) 이처럼 1995년 유엔 평화유
지군이 철수한 후 약 20여 년간 극심한 내전과 씨족 갈등에 시달리던 소말리아는 2012년 
8월 20일 과도정부체제를 종식하고 연방공화국 체제로 재편하며, 새로운 의회와 정부를 설
립하기로 합의하였다.22) 하지만 소말리아는 여전히 독립을 선언한 북부 소말릴란드, 자치정
부를 선언한 푼트란드 정부가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23) 테러집단, 무장세력 
등의 합의 사항 반대로 거의 무정부 상태에 놓여 있다.24) 

이러한 국경문제와 연방정부 내 분리정부 및 무장단체외의 위협요인으로는 알샤바브
(Harakat al-Shabaab, al-Mujahideen)와 소말리아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of Iraq 
and ash-Sham – Somalia)라는 두 개의 테러집단이 있다. 전자는 반정부 세력의 핵심인 
이슬람법정연대(Islamic Courts Union: ICU) 소속 하나의 무장조직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 소말리아에 대한 에티오피아 공격 시 소말리아 인들의 민족주의 정서를 이용, 지원
병을 충원하며 급진적인 무장 세력으로 등장하였다.25) 조직의 목표는 칼리프가 통치하는 무
슬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외국 군대를 추방하고, 에티오피아 후원체제를 해체하기 위해 연
방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소말리아 군을 지원하는 국가와 단체를 타격목표로 설정하고 있

20) UN Peacekeeping. “Somalia UNOSOM II.” (검색일: 2022. 1. 18).

21) Aljazeera News. “Country Profile: Somalia.” https://www.aljazeera.com/news/2012/9/9 (검색일: 
2021. 10. 20).

22) 이런 무정부 상태는 정부 권력을 추구하는 부족, 군벌, 이슬람 단체, 사업가, 알 샤바브, IS 등 다양한 세력들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이로 인해 AMISOM이 결성되었고, 외부 군사력이 본격적으로 파병되기 시작하
였다. 김은경, “국제적 대테러 연합의 효율성 결정요인,” 『국제지역연구』 제21권 3호 (2017), p. 23.

23) 2012년 제정된 소말리아연방공화국 임시 헌법 48항(the structure of government)은 연방정부 수준과 연방
회원국 정부(소말릴란드)와 자치 정부를 포괄하는 연방회원국 수준(푼트란드)으로 구분하고 있다. The 
Federal Republic of Somalia. Provisional Constitution (August 1, 2012).

24) Mengisteab, Kidane. The Horn of Africa (Malden, MA: Polity Press, 2014), p. 11.

25) Aydin, Aysegul. Foreign Powers and Intervention in Armed Conflict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2), p. 134. CIA World Factbook에 의하며, 2020년 현재 소말리아 연방군은 5,000
에서 20,000명의 전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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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6) 후자는 2014년 2월 알카에다에서 추방당한 바그다디(Abu Bakr al Baghdadi)가 창
설한 IS의 소말리아 지부로 북동부 푼트란드 바리(Bari) 지역에 거점을 점령하고, AU와 소
말리아 연방정부 요인, 푼트란드 안보군, 알 샤바브 요원들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이 조직의 목표는 알 샤바브를 능가하는 테러조직으로 성장하여, 연방정부 자체를 자신들이 
원하는 강력한 이슬람 정부로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알 샤바브의 공격과 대테
러작전으로 인해 점차 그 세력이 약화되고 있다.27)

2. 평화작전 수행 주요 행위자

소말리아 평화 위협요인을 정리해 보면, 첫째, 광범위한 국경과 난민 및 피난민으로 인한 
인접국가와의 갈등, 독립 및 준 자치정부 등 씨족 무장 세력과의 갈등, 그리고 알 샤바브 
및 ISIS 테러집단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평화 위협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 기구 및 
국가별 파병부대와 그들의 역할 및 활동은 아래와 같다.

가. UN 설치기구

1) 유엔 지원임무단(the UN Assistance Mission in Somalia: UNSOM)

‘유엔 정치 및 평화구축 분과(Department of Political and Peacebuilding Affairs)’는 
정치적 화해와 평화구축을 달성하기 위해 2013년 6월 지역기구, 국제파트너들 뿐만 아니라 
소말리아 연방정부, 연방정부 회원국, 시민사회에 대한 개입을 목적으로 수도 모가디슈에 
UN 지원임무단을 설치하였다. 이 기구는 유엔 안보리의 위임을 받아, 소말리아 전 지역에 
대한 인권유린 상황 감시와 국제사회의 노력을 협조하기 위해 평화구축과 국가재건 분야 전
략제공 및 정책조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28) 이는 소말리아 연방정부 체제 정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안보수단 확보와 법체계 정비뿐만 아니라 ‘소말리아 아프리카 임무단(African 
Union Missions in Somalia: AMISOM)’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소말리아 군으로 전환
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우려 왔다. 또한 이 기구는 2020년 1월 선거 지원, 연방정부로
의 전환, 연방헌법, 장기적 안정을 위해 필수요소인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경제 

26) Ingiriis, Mohamed Haji. “The Invention of Al-Sahbaab in Somalia.” African Affairs 117 (2018), pp. 
217-218.

27) CIA. “The World Factbook: Islamic State of Iraq and ash-Sham – Somalia.” https://www.cia.gov/
the-world-factbook/references/terrorist-organizations (검색일: 2021. 10. 23).

28) UN. “UNSOM,” https://unsom.unmissions.org (검색일: 2022. 1. 18).



소말리아 평화작전 참가 군 관련 행위자들의 역할 관계  분석 ❚137

회복 등에 목표를 두고 운용되고 있다.29)

2) 소말리아 유엔지원실(the UN Support Office in Somalia: UNSOS)

이 기구는 2009년 유엔결의안 제1863호에 근거를 두고 AMISOM에 대한 군수지원을 제
공하기 위해 AMISOM을 위한 유엔지원실(UN Support Office for AMISOM:UNSOA)로 
설치되었으나 2015년 UNSOS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 기구는 역사상 처음으로 UN이 지
역기구가 수행하는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AMISOM 병력을 2009년 8,000
여명에서 2013년에 현역 22,126명, 민간요원 70명으로 증강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투역량 
개선에 필요한 패키지화된 지원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2017년 이후 유엔안보리가 소말리아 
안보관련 업무를 AMISOM에서 소말리아 연방정부로 전환시키기 시작하면서 이 기구는 점
차 축소되어 가고 있다.30) 이 기구는 2013년 작전역량 개선을 위해 AMISOM 부대와 연합
작전 수행에 필요한 재래식 무기를 소말리아 연방군에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UNSOM에
도 행정 및 군수지원을 제공하였다. 요원들 대부분은 소말리아에 거주하지만,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후방사무실을, 몸바사(Mombasa)에 군수기지를 두고 있다. 현재 이 기구는 
2021년 3월 12일의 유엔결의안 2568에 근거를 두고 아래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첫째, AMISOM의 현역 19,626명과 민간요원 70명에 대한 군수지원 임무(생활 지원, 사
상사 구조, 수송, 공병지원, 대 급조폭발물 지원, 장비의 수리 및 정비 등) 수행

둘째, AMISOM과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소말리아 안보군(the Somalia Security Forces: 
SSF) 12,900명과 경찰병력 1,000명 등 총 13,900명에 대한 군수지원

셋째, UNSOM이 소말리아 전 지역에서 활동 가능하도록 주거/사무실, 음식, 식수, 교통
편, 의무시설 등의 행정 및 군수지원

넷째, UNSOM 임무 지원의 일환으로 회의시설, 소말리아관료에 대한 차량지원, 원활한 
선거를 위한 물리적 안보강화 등을 제공하여 화해와 국가재건노력을 간접적으로 촉
진하는데 기여.31)

나. 소말리아 아프리카 임무단(AMISOM)

2007년 에티오피아의 소말리아 공격 시 발생한 대량학살과 수많은 피난민들의 사태를 지

29) UN. “UNSOM.” (검색일: 2022. 1. 18).

30) UN. “UNSOS Mandate.” https://unsos.unmissions.org/unsos-mandate (검색일: 2021. 10. 24). 

31) UN. “UNSOS Mandate.” (검색일: 2021.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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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본 아프리카 연합 평화와 안보위원회는 2007년 2월 유엔결의안 1744에 의거 소말리아 
과도정부(Transitional Federal Government: TFG)를 지원하기 위해 소말리아 아프리카 
임무단을 편성하고, 과도정부에 평화유지군 파병을 제안하였다.32) 그러나 초기에는 호응하
는 국가가 없어 그 규모가 적었어나 그 후 부룬디와 우간다가 필요한 병력을 지원하면서 
8,000여명으로 증대되었다가 UNSOS의 지원에 힘입어 2019년에는 경찰병력을 포함하여 
6개국 22,126명까지 증편되었다.33) 2014년 유엔 결의안 2182호에 의거, 2015년 11월까
지 활동기간이 연장되었고, 2017년 8월 유엔 결의안 2372호에 의거 소말리아 연방군으로 
자신의 임무를 이관하기 시작하였다.34) 하지만 AMISOM은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위협, 즉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알 샤바브 등 테러집단과 무장집단의 위협 대응, 소말리아 연방정부
의 안정, 화해와 평화구축뿐만 아니라 정치적 전환과정에서 소요되는 경계 및 안보 군을 제
공하는 등 갈등 해결과 안보정착에 필요한 주축 세력으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35)

다. 연방군(Somalia National Army: SNA) 

소말리아 연방군은 과거 냉전시대에는 아프리카 지역 내 강군에 속하였으나, 바레의 정치
적 망명이후, 국가를 위한 군사력이 아니라 각 씨족에 소속된 무장 세력으로 전락하게 되었
다. 2012년 8월 연방정부체제로 개편하면서 군사력 재정비를 시작하여 규모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하였으나, 여전히 조직력과 군사적 역량 측면에서는 미약하다. 연방정부가 종족 
기반 군사조직들을 전문화, 법제화, 그리고 통합하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소말릴란드와 푼
트란드가 자체적으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어 공군과 해군을 재창설하려는 연방정부의 계획
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36)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소말리아 군사력은 연방정부 초기인 2013년
에 비해 2021년에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독립을 선언한 소말릴란드는 기존 군사력을 그
대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연방 내 자치정부를 선언한 푼트란드 군사력은 점차 연방군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표 3> 참조).37) 그러나 미 CIA가 재통합과정 중에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소말리아 연방군 병력 수준을  적게는 10,000명에서 최대 25,000명 수준으로 평가

32) Woodward, Peter. Crisis in the Horn of Africa (New York: I.B.Tauris & Co Ltd., 2013), p. 89.

33)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9. p. 499.

34) AMISOM. “AMISOM Background.” https://amisom-au.org (검색일: 2021. 10. 26).

35) AMISOM. “AMISOM Mandate.” https://amisom-au.org/amisom-mandate (검색일: 2021. 10. 26).

36) IISS. The Military Balance 2021. p. 488.

37)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3. pp. 529-530; The Military Balance 2021. pp. 48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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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연방군으로의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38)

<표 3> Somalia 군사력 변화(2013:2021)

구   분
2013 2021 비  고

인원 규모 인원 규모

연방군

육군 3,200 보병여단: 2 19,800

사단본부: 4

보병여단: 12

독립대대:  2

15,000(+)

해군 경비정: 10대

계 3,200 19,800

소말릴

란드

육군 15,000

기갑여단: 2

기계화여단: 1

경보병여단: 14

포병여단: 2

전투근무지원단: 1

12,500

기갑여단:  2

기계화여단:  1

보병여단: 14

포병여단:  2

전투근무지원단:  1

2,500(-)

해군 350 600 250(+)

계 15,350 13,100 2,250(-)

푼트란드

육군 10,000 3,000 연방군

통합예정해군 약간 1,000

계 10,000+ 4,000

계 28,200 36,900

출처: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3. pp. 529-530; 2021. pp. 488-489.

라. 기타 국가별 파병군

1) 유럽연합 소말리아 훈련임무(The EU Training Mission in Somalia: EUTM)

이 기구는 2010년 2월 15일 창설되어 동년 4월 7일 소말리아 내전이 격화되면서 우간다
에 전개하였으나, 소말리아 연방정부 체제 수립후인 2014년 1월 모가디슈로 이전하였다. 
주요 임무는 소말리아에 필요한 군사적 역량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연방군의 전술
훈련을 지원하여, 그들이 AMISOM과 연합하여 알 샤바브 테러조직과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 결과 EUTM은 2020년 8월까지 연방군 보병의 절반과 특수부대, 
부사관, 장교, 훈련 요원 등 약 7,000여명에 대한 훈련을 지원하였으며, 편성은 훈련분과와 
조언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39) 현재 이 기구는 소말리아연방정부가 2017년에 수립한 안보

38) CIA(검색일: 2021. 10. 23).

39) Williams, Paul D. & Ali, Hussein Yusuf. “The European Union Training Mission in Somalia: An 
Assessment.” SIPRI Background Paper (December 2020), p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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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포괄적 접근(The Comprehensive Approach to Security: CAS)의 한 부분으로 
연방정부가 안보책임을 점진적으로 인계받을 수 있도록 연방군의 숙련도, 효과성, 신뢰성, 
그리고 책임감을 강화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40) EUTM의 인원은 주로 7~15
국에 이르는 유럽연합과 세르비아 같은 제3국에서 파병된 150-200여명으로 구성되도록 되
어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병력을 지원하지 않아 병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7
년 이후 터키가 약 200명 정도를 모가디슈에, 영국이 85명 정도를 항구인 베이다보
(Baydhabo)와 수도인 모가디슈에 파병하고 있다.41)

2) 미국 통합사령부 파견부대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New America에 따르면, 미국이 1993년 모가디슈에서 철수한 후, 
다시 소말리아 문제에 개입한 계기는 2003년 3월 19일 부시행정부하에서 수행된 테러분자 
압달라(Suleiman Abdallah)의 생포 및 심문 작전이었다. 그 후로는 2006년 에티오피아가 
소말리아 테러집단을 공격하였을 때와 2007년 테러집단에 대한 지상 및 항공작전을 실시한 
것을 들 수 있다. 이후 전 세계적인 테러조직과 연계,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알 샤바브 테러
집단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2008년 알 샤바브를 해외테러조직으로 지정, 2011년부터 테
러요원 생포 및 사살에 목표를 둔 지상 작전, 드론 혹은 항공력을 이용한 직접타격으로 작전
수행방법을 확대하였다.42)

이를 위해 미 아프리카통합사령부는 2013년 모가디슈 인근 해안 국제기지에 평화작전 참
가국들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3명으로 구성된 군사협조반(Military Coordination Cell: 
MCC)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 샤바브 등 테러조직과 직접적인 전쟁수행을 위해 아프
리카 통합사령부 소속 병력 약 500-700명을 바레도글(Baledogle)에 배비하였다.43) 또한 
새롭게 등장한 ISIS에 대한 공격도 2017년 11월 트럼프 행정부에서 처음 실시한 후 지금까
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항공 및 드론을 이용한 알 샤바브 및 ISIS 테러분자들에 대한 대규
모 공격을 감행하여 2016년 3월 모가디슈 북서부 지역 150명, 2017년 11월 동일지역에서 
100여명, 2018년 10월 하라데르(Haradere) 지역 60-117명, 2019년 1월 지립(Jilib) 지역 

40) EUTM Somalia. Factsheet (Aug. 2019).

41) Melvin, Neil. “The Foreign Military Presence in the Horn of Africa Region.” SIPRI Background 
Paper (April 2019).

42) New America. “The War in Somalia.” https://www.newamerica.org/international–security/reports/ 
americas-counterterrorism-wars/the-war-in-somalia (검색일: 2021. 11. 5).

43) AFRICOM, “Military Coordination Cell–Somalia,” https://www.africom.mil/what-we-do/security-
cooperation/military-coordination-cell-somalia (검색일: 20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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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3명 등을 살상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인 2021년 8월 24일까지 총 266회를 공
격하여, 민간인 34-121명, 미식별 56-69명, 군인/테러분자 1,389-1,716명 등 총 
1,479-1,906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그림 3> 참조).

<그림 3> 연도별 대 소말리아 타격 횟수 및 형태 

출처: New America, “The War in Somalia,” https://www.newamerica.org/international–security/reports/

americas-counterterrorism-wars/the-war-in-somalia (검색일: 2021. 11. 5).

그러나 2020년 12월 미 대통령 트럼프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라크와 아프간 주둔 미
군과 소말리아 주둔 미군을 2021년 1월 15일까지 철수하도록 명하였다.44) 철수 후에도 미
군은 알 샤바브에 대한 드론 공격을 외부 기지에서 계속 수행하고 있지만, 미군 주둔 당시 
소말리아 군에 제공하였던 훈련과 감시 정보 제공 등의 역량은 약화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45)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미 아프리카통합사령부 사령관 타운
샌드(Stephen Townsend)는 “미군의 철수가 소말리아에 새로운 위험을 가져왔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직접 배치되어 있지 않아도 외부에서 안보 파트너들과 물리적으
로 교감하고, 작전태세를 유지하여 임무 완수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선언하고 있다.46) 이러한 미국의 소말리아 평화작전은 알 샤바브와 ISIS 등 테러집단에 
대한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

44) Mary, Harper. “Trump Order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Somalia.” BBC News (December 6, 
2020).

45) Harding, Andrew. “Somali Concern at US Troop Withdrawal.” BBC News (January 18, 2021).

46) Meghann, Myers. “US troops now ‘commuting to work’ to help Somalia fight al-Shabab.” 
https://www.militarytimes.com/news/your-military/2021/04/27 (검색일: 20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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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위자별 상호 관계 분석 및 개선방안

소말리아 평화작전은 낙후된 경제, 분리된 씨족, 유목민, 피난민, 실향민 등 갈등의 환경적 
특성과 테러 등 작전형태의 다양성으로 인해 수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는 씨족 내 견고
한 세습체계와 씨족 간 파벌이 원인인데, 이들 중 일부가 연방정부체제 수립 후에도 갈등을 
씨족 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또한 참여국 부대들은 피 파병국가에 도
움을 줄 수 있는 작전수행은 뒷전이고 세계 평화 기여라는 사명감만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 결과 소말리아 파병부대들의 작전수행 실효성이 낮아 작전이 적시에 종
식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소말리아 경우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유엔 주도 평화작전에도 동일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47) 

또한 안보리 결의안에 의거, 군사력이 편성, 운용되어도 파병된 군사력의 활동이 모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 파병국가들은 유엔 임명 사령관의 군
사력 통제능력, 작전수행능력에 대한 의구심과 병행, 타국에서 파병된 군이 새로운 군사적 
강자로 등장, 자신에게 불리한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자국 군사력에 
대한 통제권 이양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48) 이로 인해 평화작전 수행 시 유엔, 지역기구, 
강대국과 파병국가, 피 주둔국가 간 작전수행 목적, 범위, 방법 등에 대한 합의도 어렵고, 
결과 역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에서 살펴본 평화작전 수행 주요 행위
자들 중 양자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UN 직속기구와 AMISOM, AMISOM과 SNA, 기타 파병
군과 AMISOM 및 SNA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행위자별 상호 관계

가. 유엔 직속기구와 AMISOM/SNA

탈냉전 초기 유엔과 아프리카 연합(Africa Union: AU)의 전신인 아프리카 통합기구 간 
협조는 안보보다는 상대적으로 아프리카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49) 그러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다양한 안보위협이 증대되면서, 기구는 갈등예방, 관리, 해결을 위한 작전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기구는 2002년 AU로 명칭을 변경하면

47) Williams, Paul D. War & Conflict in Africa (Malden, MA: Polity Press, 2016), p. 230.

48) Thakur, Ramesh. “From Peacekeeping to Peace Enforcement: the UN Operation in Somalia.”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Vol. 32, No. 3 (1994), p. 393.

49) UN.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Document 
A/48/475/Add.I.para 8 (검색일: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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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들 분야의 역량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과정, 구조, 목표, 원칙, 가치 등을 다루는 ‘아프리카 
평화 및 안보기구(the African Peace and Security Architecture)’를 설치하였다.50) 그 
결과 2007년 유엔이 결의안 1744호를 통해 AU의 계획인 AMISOM 작전을 승인하였을 때, 
AU는 유엔이 병력을 추가 파병하여 작전에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서방측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이 파병을 주저하면서, 유엔 사무국은 작전수행을 
부정적으로 인식, 군사력을 배비하지 않았다. 대신 유엔은 2009년 1월 결의안 1863호에 
의거 헬기 1대 조차 장비하지 않은 AMISOM에 대한 지원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케냐에 
유엔소말리아 정치사무소(the Political Office for Somalia)를 개소하였다.51)

이후 UN은 결의안 2102호에 의거 UNSOM을 설치한 후 소말리아 안정을 위한 보다 적
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UNSOS의 역할과 기능을 추가하더라도 현재까
지 유엔은 AMISOM과 SNA에 대한 군수 및 행정지원을 제공할 뿐 군사력을 모집 및 파병하
여 무력으로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대신 2013년 유엔과 AU는 SNA가 
최소한의 조건만 충족한다면, 이들을 활용한 유엔주도 평화작전으로 전환하고, AMISOM은 
단계적으로 전투임무에서 감시와 즉각 대기 임무로 전환하면서 파병규모를 점차 축소하기로 
합의하였다.52) 그러나 소말리아의 안보상황이 SNA의 부패와 무장군벌 간 세력다툼, ISIS 
등 테러집단의 세력 확대 등으로 더욱 악화되면서 유엔 주도 소말리아 평화작전 수행 기회
는 점차 희박해 졌다. 이에 2017년 런던회의에서 소말리아 평화작전 행위국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작전에 합의하였지만 소말리아 주둔 미군이 철수하면서 평화작전에 참가하고 있는 
국제사회 행위자들의 합의에 의한 UN 주도 평화작전 수행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53)

나. AMISOM과 SNA

2007년 3월 유엔 결의안 1744호는 AMISOM의 임무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였다. 그 이
유는 AMISOM의 소말리아 무장군벌과 알샤바브 등 테러집단 대처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소말리아 정부와 군에게 자신들의 임무를 인계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54) 

50) AU. “The African Peace and Security Architecture (APSA).” https://www.peaceau.org/en/topic/the- 
african-peace-and-security-architecture-apsa (검색일: 2021. 11. 12).

51) Weiss, Thomas G. & Welz, Martin. “The UN and the African Union in Mali and beyond: a 
shortgun wedding?” International Affairs, Vol. 90, No. 4 (2014), pp. 893-894.

52) International Peace Institute. Transitioning to National Forces in Somalia: More than an Exit for 
AMISOM (New York, April 2014), p. 4. 

53) Daniel Forti & Priyal, Singh. Toward a More Effective UN-AU Partnership on Conflict Prevention 
and Crisis Management (International Peace Institute, October 2019), pp. 1-4.

54) UNSC. “Resolution 1744.” http://unscr.com/en/resolutions/doc/1744 (February 2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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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말리아 상황이 점차 악화되면서 AMISOM은 그 역할이 반비례로 증대되어 정부 
안정에 꼭 필요한 핵심 전력이 되었다. 특히 2011년 알 샤바브 세력이 모가디슈로부터 철수
한 후, AMISOM은 모가디슈 외곽 지역뿐만 아니라 소말리아 남부 주요 도시들에 대한 방어
를 약 14년 동안 담당해 왔다. 

하지만 세 개 지역으로 나누어진 연방회원국 정부, SNA 내부의 깊은 씨족 간 분열, SNA 
군의 정치세력화 등은 AMISOM과 SNA 간 합동작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이는 
다시 알 사뱌브 세력의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55) BBC 방송과 인터뷰한 한 국제군사전문가
는 2021년 초 소말리아 주둔 미군 철수까지 겹치면서 알 샤바브는 미군이 주둔하던 도시와 
마을을 점령하여 그 세력을 점차 확장해 가고 있으며, 특히 모가디슈에 대한 침투활동 및 
공작은 그 어느 때보다 최고조에 달하여, 그들이 12시간 이내에 모가디슈를 탈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56)

이런 상황에서 소말리아 주둔 미군의 철수로 발생한 전력공백으로 인해 정치화되고 분열
된 SNA를 지원할 수 있는 힘은 서방세계의 자금과 조언의 지원을 받은 아프리카 연합과 
그 회원국의 군사력 밖에 없다. 따라서 AMISOM과 소말리아 연방군 간의 협조가 절실하여, 
양자는 2021년 9월 22일 알 샤바브 테러분자들에 대한 대응과 국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SNA 의장 오도와(Odowaa Yusaf Rageh) 대장과 AMISOM 작전기획처 부처장 슘
(William Kitsao Shume) 소장이 참가한 가운데 합동작전협조센터(Joint Operations 
Coordination Centre: JOCC)를 모가디슈에 개소하였다. 오도와 대장은 소말리아 
AMISOM 책임지역 내에서의 양자 간 협력에 필요한 상호 협조와 존중, 그리고 그동안 작전 
수행 간 축적된 경험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57) 이처럼 양자 관계의 핵심은 상호 간 
합동작전체제정립이며, 이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전체 작전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 

다. 기타 파병군과 SNA

1) 유럽연합 소말리아 훈련임무와 SNA

AMISOM과 소말리아 군은 서방측에서 지원한 군사훈련 규정에 의거 작전을 실시하고 있
다. 이러한 작전 성공의 예로는 EUTM이 모가디슈로 이전한 직후인 2014년 3월 8일 

55) Robinson, Colin. “The African Union Intervention Force Will Stay in Somalia, but with Whose 
Troops?” RUSI (August 10 2021).

56) Robinson  Colin(2021).

57) APO Group. “Somali National Army and AMISOM launch Joint Operations Coordination Centre 
(JOCC) in Mogadishu.” Africa News (September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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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SOM과 SNA가 합동작전을 실시하여 알 샤바브가 점령하고 있던 테드(Rabdhure 
Ted), 허드(Hudur) 등 5개 소도시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작전은 단
순히 테러분자들이 점령한 지역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양 개 군의 훈련을 지원한 서방측 
국가들이 중시하는 국제인권기준에 의거 엄격한 감독 하에 실시됨으로써, 알 샤바브에 가입
한 젊은이들을 점차 소말리아 정부군으로 전향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58) 

하지만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020년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SNA가 효과
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a) 임무에서 의도된 목적 평가, 가용예산과 소요되는 
병력의 형태와 수, b) 훈련된 병사 선발 및 편성, c) 신병들에 대한 고난도 및 고수준 훈련, 
d) 야전에서 효과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장비로 무장, e) 마지막으로 야전작전 시 병사에 
대한 현장지휘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현 SNA는 이들 중 a)와 c)는 그런대로 
가능하지만, 여전히 b)와 d), 즉 여전히 훈련된 병사들과 장비는 부족하고, e)의 현장 지휘 
역량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59) 또한 EUTM은 소말리아 연방정부에서 선발해 
보내 준 병력들에 대한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훈련 기준자체가 너무 약할 
뿐만 아니라 SNA 고위 장교들의 잦은 정치적 성향 변동(연방에서 지방정부로 전환 등)으로 
인해 그 훈련 지원효과가 극히 미비한 실정이라고 한다. 

비록 EUTM이 유엔 안보리뿐만 아니라 EU로부터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았고, AU와 소말
리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소말리아 고위 군 간부들의 정치적 성향 변동으로 인해 
법적 정당성조차 잃을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는 것이다.60) 바꾸어 말하면, EUTM을 구성하
는 회원국들의 비협조와 지방정부 소속 군사력을 연방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소말리아 군 
고위 간부들의 잦은 정치적 성향 변화는 EUTM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2) 아프리카 주둔 미군과 SNA

2013년 설치된 미국의 MCC는 AMISOM과 소말리아 주둔 미군 간 협조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미 아프리카통합사령부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런던회의에서 당시 미 국방장
관 매티스(James Mattis)가 소말리아 안보태세확립을 위해 각국 및 기관 중심으로 실시되던 

58) Marsden, Momanyi. “Somali National Army and AMISOM forces reclaim five strategic towns in 
the bay region of Somalia.” African Union (Last Updated on March 12, 2014).

59) Williams Paul D. & Ali, Hussein Yusuf. “The European Union Training Mission in Somalia: An 
Assessment.” SIPRI Background Paper (December 2020), p. 9.

60) Williams Paul D. & Ali, Hussein Yusuf(December 2020),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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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작전을 미국이 포괄적으로 주도하기로 하는 안보계획 2A (Security Strand 2A: CAS 
2A)를 제안하자, 군사력을 파병한 국가들 대부분이 동의하였다.61) 이에 의거 미군이 AMISOM 
작전 효과 극대화 및 소말리아 주도 안보작전전환, 소말리아 연방군 재건, 정부의 안정화 
계획과 사회 회복/국가 권위 제고, 극렬 테러분자 대응 및 예방, 국제 파트너들의 지원 강화 
등 5가지 분야를 주도하게 되었다. 이렇게 확대된 미국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MCC는 2020년 
9월에 소말리아 군사지원단(the Military Assistance Group–Somalia: MAG-S), 안보협력실
(Office of Security Cooperation: OSC), 그리고 소말리아 영국임무단(the UK Mission 
in Somalia) 2명 등을 증원받아 20여 명으로 증편되었다.62) 

하지만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명령에 의거 소말리아 주둔 부대가 케냐와 지부티로 철
수한 후 미군의 임무는 원격조언과 지원으로 전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야전지휘관에게 위임
되어 있던 특정국가에 대한 공격 권한이 백악관으로 전환되면서, 타 행위자들은 미국의 작
전 주도 능력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63) 또한 미군의 작전이 지상 작전보다 항공력과 드
론을 이용한 타격으로 전환되면서 군인과 테러분자들이 아닌 민간인과 미식별 사상자가 증
대되고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다.

2. 역할 개선 방안

소말리아 정부의 정치체제 불안정은 자체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씨족 집단들이 자신들
의 정치적 영역확장을 도모함으로써, 외부 지원세력들의 평화작전 수행 시 피아식별조차 어
렵게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소말리아에서 유엔, 지역기구, 소말리아 연방
군 등의 상호 역할분담을 통한 평화정착 노력은 안정된 평화를 지속할 수 있는 합의 도출 
실패, 갈등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수의 비무장 국민들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 갈등지역 
뿐만 아니라 소말리아 전역에 뿌리내려 퍼져나가고 있는 폭력 조직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도전받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각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에게 어떤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명확한 합의는 도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이 앞에서 언급한 5개 분야를 포괄적으
로 주도한다고만 명시한 근거에 의거, 각 행위자들은 갈등 및 문제점 발생 시마다 가용능력 
범위 내에서 타 행위자를 지원하고 있다.64) 

61) AFRICOM(검색일: 2021. 11. 5).

62) AFRICOM(검색일: 2021. 11. 5).

63) Schmitt Eric.  & Walsh, Decian. “U.S. Military Conducts a Drone Strike Against Shabab Fighters in 
Somalia.” The New York Times (July 20, 2021).

64) AFRICOM(검색일: 20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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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가재건을 위한 소말리아 안보군 창설, 대테러전쟁, 불법 무장단체 통제 등을 추
구하는 유엔, 아프리카 연합, 각 국가별 파병군, 연방정부 간의 역할 분담은 일정 부분 한계
를 지닐 수밖에 없다.65) 게다가 소말리아 정부군이 정치화되고 분열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 
그동안 국제 및 지역기구가 수립한 2018년에 소말리아 정부와 군으로 임무를 전환하겠다는 
작전개념은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해소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조속히 연방정
부 체제를 정착시키겠다는 소말리아 연방 및 지방정부, 그리고 국민들의 의지일 것이다. 
EUTM과 SNA의 관계분석에서 보는 것처럼, 외부에서 아무리 좋은 의도로 군사력 훈련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를 지원하여, 자체 안보군 양성을 지원하고 있지만, 내부 분열로 인해 
일관된 정책결과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소말리아의 평화정착은 요원할 것이다. 

다음으로, 각 국가가 자국 이기주의를 버리고 <표 2>에 명시된 것처럼, 평화작전 시 군사
력 운용지휘체계에 의거, 주어진 고유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낙후된 AMISOM과 
SNA의 전투력을 고려, 유엔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UNOSOM II 이
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측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가진 소말리아에 대한 편견은 유엔 
주도 평화유지군의 소말리아 직접 파병을 망설이면서, 군사작전의 주체는 AMISOM으로 전
환되었다. 유엔안보리가 소말리아 평화작전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대로 
AMISOM을 지정하고, 군사작전 수행 권한을 부여하였지만, 2021년 기준 13,800명, 16개 
보병대대 규모만으로 소말리아 내 다양한 안보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루지 못해 유엔결의안 
2372호에 의거 SNA로의 임무 이관을 서두르고 있다.66) 이의 배경에는 소말리아가 중심이 
되어 자국의 안보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 실정에서 유엔안보리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UNSOS의 지원이 없는 아프리
카 각국에서 파병된 AMISOM 부대들의 전투력은 소말리아 내 알 샤바드 등 테러집단이나 
소말리아 내 무장군벌의 전투력과 비교, 큰 차이가 없어 작전수행의 효율성이 낮아, 더 이상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SNA가 자체적으로 자국의 다양한 안보문제를 해결하기는 더 어렵다.67) 따라서 
SNA가 안정될 때 까지 유엔 중심 평화작전지휘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평

65) Williams, Paul D(2016), pp. 230-231. 

66) UNSOM과 AMISOM의 직접 통제를 받는 소말리아 주둔 외국군은 부룬디 4,000(5개 보병대대), 지부티 
1,800(2개 보병대대), 에티오피아 4,000(6개 보병대대), 케냐 4,000(3개 보병대대)로 총 13,800 명, 16개 보
병대대로 구성되어 있다. IISS. The Military Balance 2021. p. 488.

67) IISS는 미국의 군사자문을 받고 있는 Danab 여단처럼 전투력이 우수한 부대도 있지만, 대부분의 SNA 부대는 
조직과 전투역량 면에서 약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의 근거로 IISS는 씨족 중심 군사조직을 해체하고 해
군과 공군을 포함한 전문적이고 통합된 연방군을 창설하려는 계획의 지연, 전투력 운용의 핵심인 공통 훈련규
칙 미정립, 국내 방위생산역량 미비 등으로 인한 장비 부족 등을 들고 있다. IISS (2021), p.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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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작전 파병 부대 간 통일된 합동작전 수행은 요원할 것이며, 그에 따라 소말리아 정국의 
안정도 지속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다. 주둔 평화작전 부대 간 합동 및 연합작전이 어려운 
예의 하나로 미국의 작전 수행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파병 초기 아프리카사령부에서 
파병한 UAV가 AMISOM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감시 및 정찰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나, 2012년 6월 알 샤바브에 대한 직접 공격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노선을 걷
기 시작하였다.68) 또한 해외주둔 미군 작전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은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
의 소말리아 주둔 미군 철수 명령과 그로 인한 결과는 2017년 런던에서 합의한 미군 주도 
국제행위자들의 역량과 노력 통합 자체가 무산되면서, 소말리아 평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다. 결국 단일기구나 국가에 의존한 작전수행은 정치적 상황변화와 각
국의 인식과 이해관계에 따라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속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셋째, 평화작전 수행 목표인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소말리아 자국 군으로의 임무 전환은 
좋지만, 소말리아 군의 규모와 능력을 고려하여 전환 조건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소말리아 
연방정부가 제대로 된 법적 행정적 군사적 능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SNA 중심으로 평
화작전 수행체제를 전환하겠다는 논의는 오히려 소말리아 자체뿐만 아니라 파병하고 있는 
국제적 행위자들에게도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전환 논의 이전에 우선 열악하고 
분열된 소말리아 군의 대 AMISOM 부대 합동작전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SNA의 지휘체계 통일, 전투능력향상, 그리고 군수지원체계정립 등을 통해 양자 간 전투역
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후 AMISOM과 SNA 양자는 그동안 
쌓은 작전수행 경험과 Know-how를 상호 공유해 가며 점진적인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향상 
시키고, SNA 자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때에 임무를 전환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파병국가들이 동의하고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미국 주도 안보계획 
2A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도 주둔 부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소말리아의 조기 안정을 
가져오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넷째, 국제사회 차원에서 현행 작전태세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왕립합동
군사연구소(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RUSI) 연구원 로빈슨은 그 어떤 거창
한 작전계획보다 현 소말리아 평화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금지원이라고 지적하
고 있다.69) 왜냐하면, 케냐, 에티오피아, 우간가 등 AMISOM 병력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인접 강국들은 표면적으로 자국의 사정과 UN의 병력감축 계획을 핑계되고 있지만, 자신들

68)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2. p. 286.

69) Robinson Colin(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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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둔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없다면 군사력 철수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Ⅴ. 결론

국제정치 이론가인 메스키타(Bruce Bueno de Mesquita)는 “가난한 국가를 돕는 원조
는 항상 부족하여, 그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위협에 처한 정부에 대한 원조는 독재자
나 쿠데타 등 불안정으로 이끌어, 해당국 정부를 민주화시키기보다는 독재정부로 만들기 쉽
다”고 주장한다.70) 이러한 선구자들의 혜안은 군사력의 역할 중 ‘세계 평화에 대한 기여’가 
강조되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미국과 2007년 소말리아 파병을 반대한 
서방측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이 안보리에서 보여준 행동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소
말리아에 파병된 외부 행위자들은  소말리아의 평화정착 보다는 그들 상호간 세력 확대를 
위한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기존 동맹 및 협력관계와 자국 이기주의에 의거하여 군사 작전수
행 중점과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은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본 연구가 우리의 국방정책 수립에 주는 교훈은 먼저, 평화작전 범위와 유형의 재정립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 한국의 국방백서는 소말리아 해적퇴치 임무 수행을 위한 청해부대 
파병을 유엔 주도 평화작전 즉 유엔 임무단과 구분하여 다국적군 작전으로 분류하고 있
다.71) 이는 지금까지 형성된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의거 군이 편성되고 시행되는 것만 평화
작전이란 고정관념의 산물이다. 우리는 유엔결의안에 의거 권위가 부여되고, 유엔은 재정 
및 행정, 군수 지원만 하지만 지역기구 및 개별 국가에 의해 수행되는 비유엔평화작전도 평
화작전의 범주에 포함시킨 오스왈드 등의 분류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파병 후 작전의 효율성 측면에서 평화작전 부대의 지휘권을 독자적으로 행사
할 필요가 있는 지, 동일 시기, 동일 지역에 파병되어 있는 타국 부대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23
호, 2015. 2. 3. 일부 개정)이나 그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에는 파병부
대의 설치, 운영, 파병절차 등만 명시되어 있고, 실제 파병지에서 가장 중요한 지휘권 관계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것들은 한국군 파병부대들이 유엔에서 선정한 군사지휘관의 지휘는 

70) Mesquita, Bruce Bueno. Principles of International Politics (Washington: CQ Press, 2010), pp. 
246-272).

71) 국방부.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20), p.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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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호충돌과 작전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이고, 우리 
군은 특정 지역을 부여받아 독자적으로 활동하며 우리 계획에 의거 현지 평화유지활동을 시
행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표 2>에 명시된 파병부대에 대한 지휘, 즉 
1992년에 개소된 DPKO가 평화유지 임무 계획, 관리, 현장 전개 등 전반적인 PKO 임무를 
총괄하고 필요시 유엔사무총장을 대신해 파병부대에 시행지시를 내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72) 파병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유엔에서 정한 절차보다 우리 국가의 이해관계
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마지막으로 파병 후 현지 활동에 관한 부분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엔은 통상 평화작전 
파병부대의 임무와 활동을 해당 부대에 위임한다. 그 결과 그들의 활동이 현지 실정에 얼마나 
부합된 효과를 거두는 지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보다는 참가부대의 실적으로 홍보되는 성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합동참모본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우리 한국은 1991년 유엔 가입 후 1993년 
소말리아에 파병한 상록수 부대를 시작으로,73) 2020년 11월 기준 14개 지역 1,038명을 
파병하고 있다. 이들 부대의 활동결과를 검토하여 보면, 주요도로 및 건물복구, 잔해제거, 
기술학교 운영, 의료지원, 대민지원, 농장운영, 태권도 보급 등 다양한 활동을 공세적으로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이 피파병지역이나 국가를 안정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
지는 객관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최근 이라크, 아프간 등 많은 
파병의 역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정의의 전쟁이론’에서 추구하는 ‘전쟁이전 보다 나은 
평화상태’가 구축된 평화작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런던 킹스칼리지 
전쟁학부(War Studies) 로렌스 프리드만(Lawrence Freedman) 교수가 강조하는 평화유지 
활동이 주민의 복지에 이바지하긴 하지만, 서로 가깝게 소통하여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없다면 
그 효과는 적으며, 민족이 다르니 문화도 다르다는 단순한 인식을 넘어, 현지인들의 “인식을 
보다 넓은 시각으로 너그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우리가 반드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74) 이런 고차원적인 인식을 가지고 파병 시 각국은 현지인들과 소통하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파병준비 및 시행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고에서 논의한 소말리아 안보를 위한 국제 행위자들의 다양한 노력은 해당국
의 평화정착 및 안정에 어느 정도는 기여하였으며, 지금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하였지만, 그러한 노력이 30여 년 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72) 장삼열. “한국군 세계를 가다: 유엔평화유지활동 차관실(DPKO).” 『국방일보』 (2013. 01. 05 수정).

73) 합동참모본부., “해외 파병역사.” https://www.jcs.mil.kr (검색일: 2022. 4. 2).

74) Freedman, Lawrance. 이경식(역). 『전략의 역사』 (서울: 비즈니스 북스, 2020), pp. 48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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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은 ‘보여주기 식’ 혹은 ‘파병부대 중심 평화유지 작전’을 넘어, 평화작전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자국의 이익보다는 피 파병지역 국가와 국민이 원하는 것을 그들과 인지적 교감을 
가지고 소통하여 파악하고, 그것들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2017년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헤스가 제안한 새로운 유엔주도 평화작전 체계가 정립될 2030년에는 
평화작전의 개념과 수행주체가 좀 더 명확하게 구현되어, 소말리아처럼 다양한 평화위협에 
노출되어 불안정한 생활을 유지하는 지구상의 국민이 최소화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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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Relationships of the Roles among 
the Military Actors for Peace Operations in Somalia

Pyo-Kyu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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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way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peace 

operation in Somalia through analyzing the roles and activities of the UN, AU, SNA, and 

the organization/individual state’s military forces. For this, I identified the actors in 

association with the military activities, schematized the relationships in the diagram form, 

and employed for analysis.

The instability of the political system of Somalia derived from the activities of 

decreasing the peace keeping efforts of the external actors by the activities of clan-based 

militia and military forces of each Somali government. Nonetheless, the each actor of 

participating in the peace operations is supporting other actors within its capabilities under 

the aim of stabilization in Somalia without any effort for mutual support. Hence, if 

conditions are meet, the role allocation among the actors has its own limitation so that 

the operational concept to transfer the leading actor from the AU to the SNA under the 

UN control is unrealistic.  In order to achieve the above purpose, there are necessary 

at least 4 prerequisites: a) the united will of the Somalia Federal, independent, self 

governments and nations, b) an establishment of the UN led unified command and 

control system, c) decision for mission transition from AMISOM to SNA considering the 

capabilities of SNA, d) enough international financial aid is needed for the organization, 

equipment and training of SNA. When these conditions are fulfilled, the peace of Somalia, 

the stabilization of Somali politics and state-rebuilding will be achieved. 

The lessons this study suggested to the ROK Army are provided in the 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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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방정책을 고려한 재원배분 계획 등 실효성 

있는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력운영 분야의 국방중기계획의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자 국방부 및 각 군 관련부서에 대한 직무분석,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첫째, 국방부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용재원의 합리적 배분 판단체계를 

강화하고, 지출한도를 포함한 재정지침 제공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조직 재편 차원에서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내 중기계획 조직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국방중기계획의 계획 및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사업국에서 분야별로 중장기 계획서를 발전시키고 협의 체제

를 구축하고 내실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셋째, 국방중기계획의 분석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분석평가 대상사업의 식별･선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외부 전문 분석평가 수행체계 구축을 제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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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방중기계획은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에 의거하여 1980년부터 매년 작성해 온 계획문
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유지 소요를 종합･검토하고 대내외 국방환경과 국가 재
정여건을 고려하여 연도별･사업별로 재원을 배분하는 계획이다.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은 
1979년 6월 7일 제253호를 처음 제정한 이후 22차례의 개정(전부･부분･일부)을 통해 
2022년 2월 3일 국방부 훈령 2627호에 이르고 있다.

국방중기계획은 국방기획관리 계획체계의 핵심이다. 국방중기계획 사업은 방위력개선분
야, 전력운영분야, 부대계획분야로 나누어진다. 지금까지 국방중기계획 발전방안은 방위력
개선분야에 초점이 모아졌다. 특히 방위력개선사업은 2005년 ‘전력투자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이 제정되고, 그 후 2007년 ‘방위력개선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으로 개정되고, 2011
년에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개정되었다. 이 같은 지침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은 
국방기획관리의 기획･계획･예산･집행단계에서 분석평가가 강조되었다.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의 국방기획관리제도 발전방안(2016. 6.)도 주 대상이 방위력개선분
야이다. 다만 이 문서에서 방위력개선분야(전력정책관실)와 전력운영분야(계획예산관실)의 
분리 수립으로 통합적 관점에서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수동 외(2017)는 국방부 내국에 재정전략관 조직을 신설하여 국방중기계획을 통합 작성
하고, 임무중심 재원배분을 제기하였다. 이광범(2010)은 전력운영분야의 중장기 소요를 연 
1회에서 수시로 제기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근표(2018)는 주로 획득과 방위력개선 분
야를 대상으로 국방중기계획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전력운영분야를 대상으로 국방중기계획의 발전방안을 제시한 본격적인 연구는 
없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우선 국방중기계획의 역할을 평가
하고, 다음으로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절차, 수행 조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업무 효율화 방안
을 마련하고 계획･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미국의 국방중기계획
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방중기계회의 분석평가 기능을 강
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방중기계획 업무 관련 대상자를 중심으로 직무 
분석(job analysis) 및 인터뷰 분석을 하고, 미군 사례분석은 문헌조사를 통해 정책적 시사
점을 도출하였으며, 그리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방부, 각 군, 전문가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모두 종합･검토하여 국방중기계획의 발전방안과 추진전
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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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방중기계획 분석

1. 현황 분석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제253호(1979. 6. 7.)가 제정된 이후 22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최
근 들어 중요한 변화는 국방부 훈령 제1768호(2015. 1. 9.)에서 방위력개선 국방중기계획
의 작성 주체를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 전력정책관실로 변경하였다. 특히 국방부 훈령 제
2513호(2021. 1. 15.)부터 중기계획과 예산편성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대상기간과 작성 
시기를 조정하였다(제14조). 대상기간은 F+2∼F+6년에서 F+1∼F+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작성 시기도 전전년 12월 말에서 전년 7월 말로 조정하였다. 개정 이전에는 중기계획 
F+2∼F+6년, 예산은 F+1년을 대상으로 작성하여 각각 1년의 갭(gap)이 발생하였으나, 개
정 후에는 중기계획 F+1∼F+5년, 예산은 F+1년을 대상으로 작성하여 중기와 예산 간 갭이 
없으며, 소요도 1년 조기 작성으로 상황변화에 따른 대응기간이 단축되었다.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제2627호(2022. 2. 3.)에서는 ‘국방기본정책서’의 국방전략 및 미
래국방 기획 기능을 보강하여 ‘국방전략서’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국방기획지침(DPG)’의 대
상기간을 변경하여 ‘국방중기계획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F∼F+7년→F+2∼F+6년). 

현 국방중기계획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중기계획과 예산 간 연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방중기계획 기준연도를 예산과 동일하게 F+1년으로 적용하여 
정책회의는 대략 5월 말, 장관 결재는 6월 말, 대통령 재가는 7월 말에 이루어진다. 예산편
성 절차는 편성지침(편성연도 1월 말)-합참･각 군･기관 예산요구서(3월 말)-전력운영사업/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요구서(안)(5월 중순)-장관 결재･보고–전력운영사업/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요구서(5월 말)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국방중기계획의 초년도 계획이 차년도 예산편성에 종속되는 실정이며, 전력운
영 분야 예산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향후 5년간의 계획보다는 현안인 차년도 예산편성에 
보다 노력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국방중기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군에서 예산요
구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국방중기계획이 단년도 예산편성을 선도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 국방중기계획은 전력운영 분야와 방위력개선 분야
의 국방중기계획 작성 주체가 분리되어 있으며, 순기도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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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현 국방중기계획 작성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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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력운영 분야 국방중기계획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이, 방위력개선사업 분야 국방중기
계획은 국방부 전력정책관실이 주도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이 제한된다. 
즉 신규 무기체계 획득에 따른 인력, 시설, 장비유지 등 전력운영 분야 적정 지원요소의 통
합 검토가 쉽지 않다. 또한 두 분야 간 순기 불일치는 국방중기계획 작성 기간이 보다 더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1)

셋째, 전력운영분야 국방중기계획 요구서에 대한 검토 기간도 짧을 뿐 아니라 내실 있는 
검토가 미흡한 실정이다.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국방중기계획보다는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
고 있다. 실질적으로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예산편성 담당자가 중기계획을 집중 검토하는 기
간은 한두 달 정도로 판단된다. 또한 각 군 이 전력운영 분야 중기계획 요구서를 11월 초 
제출하면 약 1개월 정도 국방부 사업국이 검토를 하고 있다. 실제 국방중기계획요구서에 대
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넷째, 전력운영 분야 국방중기계획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이 미흡하다. 국방중기계
획이 계획･정책 업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연도 예산편성과 소요재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방중기계획 소요재원도 F+1년이 최대 관심사이나 이는 예산편성에 종속되고 연차
별로 관심이 급격히 하락하며, F+4년, F+5년 소요재원은 그 전년도에 비해 증가율을 하락
시켜 소요재원의 총액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국방부 사업부서 및 각 군 참모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 예컨대 사회경제적 변화(국민소득과 삶의 

1) 방위사업청이 국방중기계획요구서를 1월 말에 제출한 요인을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면 전년도 8월 말에 발표되는 
정부 예산안과 전년도 집행내역을 반영하고 여기에 추가로 계약과 같은 사업관리 변수를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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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향상, 인구수 감소 등), 과학기술 발달 등을 고려한 전력운영분야의 중기 정책방향 및 추
진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필수 사항은 국방부 사업국이 보다 주도적으로 중기 
정책문서를 발전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 ‘국방기획관리훈령’과 업무수행 수준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 주로 재원배분 
및 분석평가 기능에서 훈령과 업무수행 수준이 일치하지 않는다. 훈령상 국방부 계획예산관
실은 가용 국방재원을 판단한 후 전력운영 분야와 방위력개선사업 분야로 배분하되,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재정 증가율 격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한다. 훈
령상 전력운영사업 분석평가는 분석평가구분(계획단계･예산편성･집행 단계 분석평가)과 분
석평가절차(계획 수립･실시･결과보고･후속조치)에 대해 규정이 있으나 실제 수행 수준은 상
당히 미치지 못한다. 전력운영 분야 분석평가는 예산단계인 사전타당성검토에 초점을 맞추
고 있으며, 계속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도 대상 사업 선정기준 모호, 심층평가 관리 주체 문제, 
환류(feedback) 미흡 등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국방중기계획 분석평가의 핵심인 기
획･계획단계나 재원배분 관련 분석평가는 미흡하다.

2. 직무 및 인터뷰 분석

직무분석(job analysis)은 직무(job)를 정의하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위들을 정
의한 것이다(Cascio, 1998).2) 부연하면 직무 수행자가 담당하는 직무 내용의 요소, 작업 
특성, 요구되는 숙련, 의무, 책임, 필요 기술 등을 상세히 조사하는 것이다(Harvey, 1991).3)  

본고에서 직무분석은 국방부 및 각 군의 중기계획 업무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방중기
계획의 업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① 업무 수행 여건, ② 업무 수행 방식, ③ 업무 수행 
결과를 나누어 분석하였다.4) 국방부는 계획예산관실은 인터뷰(면담)를 통해, 그리고 각 군은 
설문을 통해 직무분석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직무 분석을 이외에 국방부와 각 군을 대상으
로 국방중기계획 발전방안을 업무 프로세스 개선, 정책(계획) 기능 강화, 분석평가 기능 강화
로 대별하고 이에 대한 인터뷰 문항을 작성하여 발전 방안을 협의하였다.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중기계획 총괄, 분석평가, 프로그램 예산 담당(군수, 시설 등)과 국
방부 사업부서는 군수, 시설, 정보화 담당과 인터뷰를 통해 직무분석과 중기계획 발전 방안
을 토의하였다. 각 군 중기계획과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통한 직무분석과 인터뷰를 통해 

2) 김성국(2003) 재인용.

3) 김재원･유규창(2016) 재인용.

4) 인사혁신처의 직무 분석 실시 지침을 기준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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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계획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국방부 전력정책관실, 방위사업청, 전 방위사업개
혁위원회 위원 등과 인터뷰를 통해 방위력개선사업 분야 국방중기계획 관련 현황을 파악하
고 및 발전방안을 토의하였다.

<표 1>은 국방부의 중기계획 관련 직무 및 인터뷰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방부 계
획예산관실은 ① 대외ㆍ행정업무 과다(국방중기계획 총괄), ② 지출한도(ceiling) 등 하향식
(top-down) 중심의 재원배분 방향 결정, ③ 사전ㆍ사후 분석평가 미흡, 국방부의 자체 분석
평가 능력 제한을 지적하였다. 특히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프로그램 예산담당은 예산편성에 
보다 중점을 두기 때문에 중기계획 작성에 실제 투입하는 기간은 1년 기간 중 약 3개월 정
도라고 밝혔다.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에서 중기계획 총괄은 2명이며, 분석평가의 관리업무 
담당자도 2명이다.

반면 국방부 사업국은 ① 충분하지 않은 검토 기간, ② 계획예산관실의 재원배분 기능 미
흡, 각 군의 부정확한 소요제기, 사업의 구체화 미흡(기획-계획 연계 미흡), 타 부처와 협업 
미흡, ③ 국방부 자체 분석평가 능력 미흡을 강조하였다.

국방부 계획예산관실과 사업국은 공통적으로 국방중기계획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보
다는 소요재원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정책 기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전력
운영사업의 구체화를 위해 국방부 사업국의 전력운영 분야 중장기 계획서의 보완･발전이 필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1> 국방부의 국방중기계획 관련 직무 및 인터뷰 분석

구분

국방부

계획

예산관
사업국

1. 중기계획 업무 프로세스

 1-1. 중기계획 담당자 수 대비 보고업무 과다 ● -

 1-2. 충분하지 않은 국방부의 중기계획 검토 기간 - ●(군수, 시설)

2. 중기계획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업 및 역할

 2-1. Ceiling 등 Top-down 중심의 재원배분 방향 결정 필요 ●

 2-2. 계획예산관의 재원배분 기능 미흡 - ●(군수)

 2-3. 각 군의 부정확한 소요제기(편제･정수 기준 등) - ●(군수)

 2-4. 기획과 계획의 연계성 미흡(사업의 구체화 미흡) - ●(정보화)

 2-5. 타 부처, 국방부 내 타 분야와의 협업 미흡 - ●(정보화)

3. 분석평가 기능

 3-1. 재원배분 우선순위 결정 등 사전 분석평가 미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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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은 업무 프로세스 차원에서 ① 국방중기계획의 대상기간 변경(계획기능 약화), ② 국
방부 계획예산관실의 중기계획과 예산편성 업무 겸업, ③ 중기계획 작성지침의 늦은 하달, 
④ 충분하지 않은 국방부의 중기계획 검토 기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5) 

각 군은 정책기능 강화 차원에서 가장 큰 문제로 ① 국방부 사업국의 정책기능 미흡, ②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의 재원배분 기능 미흡, ③ 국방부 사업국과 각 군의 사전 협의 미흡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고, 이 외에 중기계획 작성지침의 방향성 미흡, 국방기획지침(DPG: 
Defense Planning Guidance)의 역할 및 기능 미흡 등을 제시하였다. 

분석평가 차원에서는 재원배분 우선순위 결정 등 사전분석 부재뿐 아니라 전력운영 분야 
사전타당성이 적기에 추진되지 않아 일부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표 2> 각 군의 국방중기계획 관련 직무 및 인터뷰 분석

5) 2021년 말 기준 각 군의 전력운영분야 중기계획과 인원은 육군(10명), 해군(6명), 공군(7명)이다. 해병대는 예산
편성과 인원 7명 중 2명이 중기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구분

국방부

계획

예산관
사업국

 3-2. 전력운영 사업의 투자 대비 효과 등 사후 분석평가 미흡 ● -

 3-3. 국방부 자체 분석평가 역량 부족(외부 전문기관 활용 필요) ● ●(정보화)

 3-4. 융합 사업의 주관부서 결정의 어려움(ICT 융합 사업이 많음) - ●(정보화)

구분

각 군

육

군

해

군

공

군

해

병

대

1. 중기계획 업무 프로세스

 1-1. 중기계획 작성 일정의 변경으로 인한 계획기능 약화 ● ● ● ●

 1-2. 국방부의 예산편성 및 중기계획 업무 겸업으로 인한 계획기능 약화 ● ● ● -

 1-3. 국방부 중기계획 작성지침의 늦은 하달 시기(각 군 프로세스와의 부조화) ● ● ● -

 1-4. 충분하지 않은 국방부의 중기계획 검토 기간 ● ● ● -

2. 중기계획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업 및 역할

 2-1. 중기계획 작성지침의 정책 방향성 미흡 ● - - ●

 2-2. 국방기획지침(DPG)의 역할 및 기능 미흡 ● - - -

 2-3. 국방부 사업국의 정책기능 미흡 ● ● ● -

 2-4. 국방부 계획예산관의 재원배분 기능 미흡 ● ● ● -

 2-5. 중기계획 관련 국방부와 각 군의 사전협의 미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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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국의 국방중기계획 분석

1. 현황 분석

미국 국방중기계획의 명칭은 FYDP(Future Year Defense Program)로  1961년에 당
시 국방장관이었던 Robert McNamara에 의해 도입되었다. 기본 개념은 국방성(DoD; 
Department of Defense)의 인력(manpower), 전력구조(force structure), 재원
(funding)에 대한 5년간의 계획이다. 매년 작성되어 국방기획관리(PPBE;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Execution) 중 계획단계(programming)의 최종 산출물이다.  
이후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그 결과가 다시 FYDP에 갱신된다.

DoD 재무관리 규정은 FYDP를 PPBE 주기 동안 자원결정을 기록하고 표시하는 일련의 
보고서로 설명하고 있다(CRS, 2021. 12. 15.). 즉 FYDP는 DoD 자원(또는 투입)을 프로그
램(또는 산출물)에 연결하는 방법이다. FYDP는 세 가지의 자원 범주를 추적한다. 첫 번째는 
당해 연도 계약가능금액(TOA; Total Obligation Authority)6)으로 책정된 금액이다. 두 
번째는 인력(manpower)으로 군 현역인력 및 정규직 기준의 풀타임 노동시간으로 환산한 
민간 인력을 말한다. 세 번째는 전력(forces)으로 장비 또는 전투부대(combat units)로 식
별된다. FYDP는 조직(Components), 주요 전력사업(MFP; Major Force Program)7), 세

6) Total Obligation Authority는 ① 해당 연도에 의회에서 승인(또는 요청)한 모든 예산 권한, ② 특정 기금에 적
립되도록 의회에서 승인된 금액, ③ 다른 세출에서 이전된 예산권한, ④ 이전 연도의 TOA 잔액을 의미한다(출처: 
DAU Glossary).

7) MFP 01(전략군), MFP 02(일반군), MFP 03(지휘/통제/통신/정보/우주), MFP 04(기동군), MFP 05(예비전력), 

구분

각 군

육

군

해

군

공

군

해

병

대

 2-6. 사업 관련 군 내 부･실･단과의 소통 미흡 ●

3. 분석평가 기능

 3-1. 재원배분 우선순위 결정 등 사전 분석평가 미흡 ● ● ● -

 3-2. 전력운영 사업의 투자 대비 효과 등 사후 분석평가 미흡 ● - - -

 3-3. 국방부 자체 분석평가 역량의 부족 ● - - -

 3-4. 사전 타당성 검토, 사업타당성조사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 - ● -

 3-5. 융합 사업의 주관부서 결정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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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예산 항목으로 이루어진 3차원 구조이다(CRS, 2021. 12. 15.). 조직은 각 군 및 국방 직
할기관이며, MFP는 DoD의 계획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TOA, 인력, 전력)의 집합체이
다. 현재 MFP 중 6개는 전투부대 프로그램이며, 6개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세출예산 항목은 
한국 국방예산의 프로그램에 해당하며 여섯 가지(군 인건비, 운영유지비, 획득비, RDT&E, 
군사건설, 기타)로 분류된다.

특히 FYDP에서 PE(Program Elements, 사업단위)8)는 국방부(OSD: Office of Secretary 
of Defense)가 통제하는 ‘가장 작은 자원 집합체(the smallest aggregation of resource)’이
다. 12개의 MFP에는 현재 3,600여 개의 PE가 사용되고 있다. 

FYDP 작성을 주관하는 부서는 국방부(OSD) 내의 비용진단･계획평가관실( CAPE; Cost 
Assessment and Program Evaluation)이다(CRS, 2022. 5. 20.). CAPE는 국방부의 주요 
보좌기관(PSA; Principal Staff Assistant) 중 하나로서 독립 비용분석, 사업평가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국방장관에게 자문을 하고 있으며, 기획과 계획 관련 다양한 분석수단과 DB를 
보유하고 있다.9) CAPE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DoDD5105.84, 2020. 8. 14.). 
첫째, 기획단계 지원을 위한 분석을 수행한다. 둘째, 감사･재정국방차관(USD(Under Secretary 
Defense) C/CFO(Comptroller/Chief Financial Officer))과 협력하여 FYDP를 위한 중기계
획지침과 재정지침(FG; Fiscal Guidance)을 준비한다. 셋째, 중기계획 검토를 주관하며, 이슈별 
진행 과정을 감독하며, 중기계획 검토결과(PDM; Program Decision Memorandum)를 작성한
다. 넷째, 중기계획 요구서(POM; Program Objective Memorandum)를 검토한 후에 FYDP를 
갱신한다.

이제 미국 국방기획관리(PPBE)의 계획단계를 중심으로 <그림 2>를 통해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방부는 각 군에 국방기획지침(DPG)을 제공하여 기획단계와 계획단계
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도록 한다.10) 그리고 국방부는 관리예산처(OMB; Office of 

MFP 06(연구개발), MFP 07(중앙보급/정비), MFP 08(훈련/의무 등), MFP 09(행정 등), MFP 10(타국가 지원), 
MFP 11(특수작전부대), MFP 12(국가안보우주)이다. MFP 1번에서 5번까지, 그리고 11번은 전투부대 프로그램
이다.

8) 예를 들어 해군 F/A-18 비행중대(Navy F/A-18 squadrons)나 공군 장거리 전략기획(Air Force long-range 
strategic planning) 등이 하나의 PE를 구성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CRS(2021. 12. 15.) 참조.

9) CAPE 홈페이지(https://www.cape.ose.mil)를 보면 CAPE 관련 Web Sites로 SNaP(Select & Native Data 
Input System), CADE(Cost Assesment Data Enterprise), Enterprise VAMOSC(Visibility and 
Management of Operating and Support Costs), FCoM(Full Cost of Manpower), FSM(Force Structure 
Management System), JDS(Joint Data Support), Defense Economics, SNaP(Select & Native 
Programming Data Input System) Information Technology, DoD Cost Guidance Portal이 있다.

10) 합참은 이 단계에서 각 군에 CPR(Chairman's Program Recommendation)를 하달한다. CPR은 8~10페이
지 정도 분량의 지침으로 주목적은 합참의장이 합동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국방장관에 전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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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and Budget)의 예산 상한을 토대로 각 군에 FG(Fiscal Guidance)를 부여
한다. 즉 각 군에게 소요제기 기관별 5년간의 예산 상한을 정하여 하달하다. 

<그림 2> F년 예산을 위한 미국의 중기계획 절차 

각 군은 DPG와 FG에 근거하여 POM이라는 일종의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하여 CAPE
와 합참에 제출한다. 각 군이 제출한 중기계획 요구서는 국방부와 합참이 각각 검토한다. 
이 중 합참의 검토는 CPA(Chairman’s Program Assessment), 국방부의 검토는 OSD's 
Program Review라고 한다. 합참의 검토 중점은 POM이 얼마나 합동성을 준수하는지 평
가하는 것으로 전투능력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대안을 제시한다. POM에 대
한 국방부의 검토는 CAPE가 주관한다. CAPE는 POM이 앞서 각 군에 하달된 지침인 DPG
와 FG를 준수하였는지 이슈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해 이슈 팀(Issue team)이 구성
되어 문제가 되는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조사･식별해서 중･장급 검토위원회(3-star 
Programmer Group)에게 보고한다. 3-star Programmer Group Review를 통해 이슈 
팀에서 제기한 이슈 중에서 부관리조치위원회(DMAG; Deputy Management Action 
Group)에서 논의･결정할 수 있는 적합한 이슈를 식별한다.

고위급평가위원회(SLRG; Senior Leader Review Group)11)와 DMAG의 특징은 합참과 

11) 3-Star Programmer Group Review는 CAPE 국장(의장), USD Comptroller(지원), 각 군의 중기계획 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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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서 이루어진 개별 검토를 종합하는 것이다(DoD, 2021. 3. 11.). 이 중 SLRG의 역
할은 최상위 수준에서 우선순위와 이슈 등을 토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전략지침에 대한 조
언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이다.12) DMAG는 자원관리 및 PPBE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체
로 국방부 차관과 합참 부의장이 공동의장이며, 각 군 장관, 각 군 총장, 주요 보직자(PSA)로 
구성된다.

이후 검토 결과는 PDM(Program Decision Memorandum)으로 정리되어 소요제기기
관에 하달된다. 즉 PDM은 각 군의 POM 검토의 결과물로 POM에 필요한 수정내용을 담은 
최종 의사결정 문서(decision document)인 것이다. 소요제기기관이 PDM에 나온 내용을 
반영하여 갱신을 하면 최종적으로 12월에 FYDP가 확정된다. 

참고로 DoD 감사관(Comptroller)은 FYDP의 첫 해에 대한 예산요구서(BES; Budget 
Estimate Submission)를 작성하는 예산편성 단계를 주도하고 이를 12월에 관리예산처
(OMB)에 제출한다. OMB는 각 부처의 BES를 종합한 대통령예산안(PB; President 
Budget)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 의결한다.

2. 정책적 시사점

미국 PPBE와 FYDP를 통해 우리에게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FYDP 수립 시 단계별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협의체 등을 운영한다는 점이
다. 미국은 POM 제출 후 다양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대략 5개월에 걸쳐 검토되고, 중･장급 
검토위원회(3-star Programmer)와 고위정책평가위원회(SLRG; Senior Leader Review 
Group) 같은 여러 협의체들이 운영된다. 반면 한국은 각 군이 제출한 전력운영 분야 중기계
획의 검토 기간은 약 1달 정도로 매우 짧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토 내실화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미국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계획단계를 주도한다. 미국 PPBE에서 계획단계를 주
도하는 기관은 OSD CAPE로 계획단계에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한다. 
CAPE의 인력구성을 살펴보면 민간인 공무원과 군 장교를 포함하여 약 150명으로 구성되
며, 군 장교는 2~3년 주기로 순환 근무한다. 분석을 수행하는 민간인 직원의 약 42%가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군 관련 경력이 있는 비율 또한 상당히 높다.13) 때문에 CAPE는 

부서(육군 G8, 공군 A5/8, 해군 N8)로 구성된다. 최수동 외(2017), p. 104.

12)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이 공동의장이며 국방부(DSLC 16명 및 행정국장)와 군(합참의장 등 8명)으로 구성되고 
책임부서는 CAPE이다. Defense Senior Leadership Conference는 의장인 국방부장관 및 재정전략관 등이 
포함된 국방부 16명과 부의장인 합참의장 등이 포함된 군 8명으로 구성된다. 최수동 외(2017),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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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획득, 전력구조 분석뿐 아니라 인력(각 군 및 기관에 고용할 군인 및 민간인), 군 
의료, 시설(예를 들어 군 부양가족을 위한 학교 시스템), 정보기술, 국방경제와 같이 다방면
의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전문성은 CAPE가 분야를 포괄하여 국방중기계획을 통합 
작성하는 원동력이다.

반면 한국 국방부 계획예산관은 전력운영 분야 예산편성과 중기계획을 겸업하여 수행하
며, 방위력개선 분야 예산편성은 방위사업청이, 방위력개선 분야 중기계획은 국방부 전력정
책관실이 각각 수행한다. 이로 인하여 국방부 계획예산관은 중기계획 관련 국방 가용재원을 
판단하거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재원배분 역할에 취약하기 쉽다. CAPE와 같은 조
직을 현시점에서 한국 국방부에 직접 도입하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국방중기계획의 주도적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과 기능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셋째, 한국 국방중기계획 작성 시 재정지침(FG)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미국은 FG를 
통해 하향식(top-down) 편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 PPBE의 기본적인 특징은 
각 군 중심으로 돌아가는 상향식(bottom-up)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1970년대 초 
Mevin Laird 국방부장관이 도입한 FG는 PPBE가 오늘날까지 발전할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Hale, 2021. 4.).  Laird 장관은 각 군에 재정지침과 광범위한 기획지침
(planning guidance)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적 관리(participatory management)’를 강화
하고 더 큰 분권화(decentralization)를 추구하였다. 또한 합참이 자원관리에 더 많이 참여
하도록 하고, 분석 및 의사결정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참여적 관
리’는 우리나라 국방기획관리제도의 발전방향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미국은 FG로 
각 군에 재원의 상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각 군 내에서 우선순위 판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며, 이는 재원의 사용자인 소요군이 직접 판단한다는 점에서 우선순위가 더 효율적이고 정
확할 수 있다. 하지만 FG라는 상한이 초래하는 각 군 내부의 재원 경직성 등 반작용이 발생
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 국방부는 중기계획 검토를 이슈 중심으로 수행함으로써 
소요군인 각 군의 의견도 활발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리의 경우 지금까
지 각 군에 대한 재정상한이 없는 상황에서 이슈 중심으로 검토할 경우 이해당사자 간 갈등
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소요제기기관인 각 군 및 기관은 POM을 제출하기 약 3~4개월 전에 상위지침인 
DPG나 FG를 제공받는다. 지침의 적시성을 위해 지침을 너무 이른 시기에 하달하지 않는 
동시에, 지침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각 군에 ‘투자할 부분’과 ‘투자를 회수할 부분’에 대해 지

13) OSD 홈페이지 참조(https://www.cape.osd.m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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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을 제공해야 한다(Larkins. 2021. 7. 8.). 
마지막으로, 미국의 FYDP는 문서가 아닌 데이터베이스로 필요시 갱신되는 개념이다. 즉 

FYDP는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병력 및 자원을 요약한 DoD의 내부 DB
이자 회계 시스템(internal DoD database and accounting system)이다. FYDP는 8, 9
월에 POM과 BES를 반영하고, 차년도 1월에 PB를 반영하여 두 번 갱신된다. 이 같은 
FYDP의 DB 갱신 개념을 한국의 국방중기계획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Ⅳ. 국방중기계획 발전방안 설문조사 결과 분석

직무분석과 인터뷰 분석을 통해 국방중기계획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 발전방안
을 협의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주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보다 고도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국방중기계획의 역할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국방중기계획 담당부서와 사업부서, 외부 민간 전문가14)를 대상으로 2022년 1월~2월에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방중기계획 담당 부서는 국방부 인력운영예산과, 전력유지예산과, 
각 군 중기계획과(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예산편성과)이며, 사업부서는 국방부 사업부서
(정보화기획담당과, 복지정책과, 보건정책과, 군수기획과, 건설관리과)와 각 군 중기계획 관
련 참모부서이다. 총 응답 인원은 외부 민간전문가(4명)를 포함하여 총 68명이다.15)

설문조사 항목은 ① 국방중기계획 역할 평가, ② 중기계획 업무 프로세스, ③ 계획/정책 
기능 강화, ④ 분석평가 기능 강화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의 중점은 실효성 있는 전력운영분야의 국방중기계획의 발전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특히 국방부･각 군･전문가 간, 또는 계획부서･사업부서 간 설문조사 결과가 차이가 
날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여 타당한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1. 국방중기계획의 역할 평가

국방중기계획의 역할과 위상(기획-계획 연계, 연도예산편성 근거 등)에 대해서는 응답자
의 63%가 우호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에 비해 국방중기계획의 미래 정책기획 및 전략을 사

14) 이는 전력운영분야 국방기획관리제도와 국방중기계획을 주로 연구한 전문가이다.

15) 국방부(14명), 육군(16명), 해군(10명), 공군(13명), 해병대(11명), 외부전문가(4명)이다. 이중 국방중기계획 담
당부서는 국방부(13명), 육군(8명), 해군(5명), 공군(4명), 해병대(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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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화･예산화하는 연계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적 대답이 45% 수준이다. 
이에 대한 이유로 주로 예산편성 위주의 업무 프로세스를 들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고 했다. 또한 국방중기계획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보통 수준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54%에 달한다. 

국방중기계획의 역할 강화를 위해 발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복수 응답한 결과는 예산편
성 위주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19%), 중기계획의 작성 순기 조정(14%), 분석평가 조직･기능 
강화(12%), 분야별 중장기 계획서의 수립(11%), 국방중기계획 요구서의 검토 강화 및 기간 
확대(10%), 조직･인력의 전문성 강화(10%), 재정지침(지출한도) 수립(8%), 국방중기계획 관
련 조직구조 개선(7%), 사전협의체 신설(7%)을 들고 있다.

2. 업무 프로세스

국방중기계획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설문을 수행하였다. 첫째, 국방중기계획 대상기
간이 F+1~F+5년으로 변경되고, 예산과 연계 강화가 국방중기계획의 목적 및 역할에 기여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41%)와 부정적 평가(41%)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긍정적 평가의 요인으로 계획-예산 간 갭(gap) 단축, 국방환경 변화에 대한 적시성, 국가재
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 강화를 들고 있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각 군이 국방중기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한다는 요인이 압도적이다. 이근표(2018, p. 27)는 국
방부 예산안 작성과 동시에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계
획 기준연도를 예산과 동일하게 F+1년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반면 외부 전문가
는 국방중기계획 대상기간이 F+1~F+5년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이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국방중기계획의 대상기간 조정과 예산 간 연계 강화는 분명하게 긍
정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방중기계획이 예산편성을 얼마나 선도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둘째,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조직 개편(현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내 전력유지예산과, 인력운
영예산과)이 국방중기계획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35%), 부정적 평가
(32%), 변화 없다(32%)로 조직 개편 효과는 불확실하다. 이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요인은 
관점이 상이한 국방중기계획과 예산의 무리한 통합(44%), 국방부의 예산위주 업무 쏠림
(32%), 각 군은 중기계획과 예산은 조직이 분리된 반면 국방부는 통합되어 군과 국방부간 
업무 비효율(20%)이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긍정적 평가는 중기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68%), 국방부 담당자의 사업 이해도 증가 및 업무 효율성 제고(3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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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응답결과를 구분하면 국방부 응답자는 현 조직개편이 국방중기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50%가 응답한 반면, 각 군･외부전문가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36%가 응답하
여 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국방중기계획의 업무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발간 시점 및 업무
시기(순기) 조정(44%), 국방부 및 각 군의 중기계획･예산 조직 개편(40%)이 압도적이다. 하
지만 현 훈령 기준 발간 시점과 업무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국방중기계획의 대상
기간은 F+1~F+5년이 F+2~F+6년보다 훨씬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넷째, 국방부 및 각 군의 중기계획 및 예산 관련 조직 개편 여부에 대해 국방부나 각 군이 
중기계획･예산편성 조직을 분리･통일이든 동일하게 조직(40%),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내 중
기계획과 복원(33%), 각 군 중기계획과 예산편성 기능 통합(27%)이다.

다섯째,  국방부 및 각 군의 국방중기계획 내실화 차원(순기 중심)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
안은 국방중기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각 군이 예산을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계획의 확정시기 조정(62%)이 압도적이다. 그 외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통보 시기 조
정(16%), 충분한 검토를 위해 각 군의 중기계획 요구서 제출시기 조정(10%), 정책실무회의-
군무회의-대통령 재가까지 심의･보고 기간 단축(9%)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단년도 예산과의 연계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
로 단년도 예산편성 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기계획 확정시기 조정(53%), 국방중기계획 
발간 시기를 정부예산안이 확정된 후로 조정(43%)이다.

3. 계획･정책 기능 강화

먼저 국방중기계획의 계획･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개선 필요성이 높은 분야의 복수 응답 
결과는 예산편성 위주의 업무 프로세스(33%),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업무 겸업(29%), F+1~F+2년 위주의 재원검토, F+3년 이후 단순 배분 관행(20%), 재정지침
(지출한도, 우선순위 등)의 부재(13%)이다.

둘째, 전력운영 분야 국방중기계획 작성 관련,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전력유지예산과, 인력
운영예산과)의 예산편성과 중기계획의 실제 시간 투입 비중은 예산편성에 70~80%, 중기계
획에 20~30%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즉 예산편성 위주로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셋째, 전력운영분야 국방중기계획 계획･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의 조직 개편 방안으로 현 체제 유지(43%), 예전처럼 중기계획과를 복원하는 방안(34%), 계
획예산관실 내 인력을 조정하여 중기계획에 더 많은 인원 편성(15%)이다. 현 체제를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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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예산위주 업무 쏠림을 해소하려면 조직 개편 문제는 검토가 불가피하
다. 특히 외부 전문가는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내 중기계획과를 복원하는 방안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

넷째, 미국의 재정지침(FG)과 같은 지출한도(ceiling) 설정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
이 58%에 달한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4%에 불과하다. 국방부･외부 전문가의 응답 
결과는 프로그램별 예산 지출한도 설정(69%), 국방예산 총액에 지출한도 설정(25%)이다. 반
면 각 군의 응답 결과는 각 군별 지출한도 설정(61%), 프로그램별(29%), 국방예산 총액
(11%) 순이다. 여기서 각 군 간 예산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각 군별 지출한도 설정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즉 지출한도 설정으로 군, 부서 이기주의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
며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의 주도적인 재원판단과 재원배분 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그
리고 국방중기계획의 연도별 증가율을 설정할 때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재정 증가율 격차
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위원회를 통한 사전 증가율을 설정하는 방안이 제시
되었다.

다섯째, 재정지침을 통보 시 각 군 중기계획과의 재원조정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는 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이전･이후 단계에서 협업 강화(57%), 주도적인 사업 검토･조정 
기능(28%), 이슈 사업 및 대규모 사업 심층 분석(15%)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섯째, 분야별 중장기 계획서의 작성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은 59%이고, 부
정적 의견은 15%에 불과하다. 발간 주기에 대해서는 5년마다 발간이 46%, 5년 주기 발간 
및 2년 주기 수정본 발간도 38%, 3년마다 발간 14%를 차지한다. 분야별 중장기 계획서 보
완･발전은 긴요하며 작성주기도 5년 주기에서 보다 단축하거나 그 중간에 수정본을 발간하
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일곱째, 내실 있는 전력운영 분야 국방중기계획 요구서 작성을 위해 국방부 사업국과 각 
군 참모부서, 국방부 계획예산관실과 각 군 중기계획과 간 사전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방중기계획서의 격년 발간에 대해서 찬성이 63%, 반대가 37%를 보여 격년 
발간에 압도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86%가 찬성, 반대가 14%이다. 그러나 
국방중기계획의 격년 발간은 문서의 위상, 안보･재정여건 등에 탄력적인 반응, 정책(계획) 
기능 강화 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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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평가 기능 강화

분석평가 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으며, 국방부, 각 군, 외부 전문가 
간 설문조사 결과가 유사하다. 먼저 현재 분석평가 기능이 본래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 여
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32%이고, 보통이다가 48%에 달한다. 둘째 현형 분석평가체제의 
문제점(중복 응답)으로 기획-계획-예산-집행 단계별 분석평가 미흡(27%), 분석평가 전담 조
직 부재(18%), 분석평가 이후 후속조치 미흡(13%), 대상 사업 선정 및 계획 수립 미흡(10%)
이 제시되었다. 

셋째, 현재 분석평가는 예산편성(31%), 집행 단계(28%) 위주로 수행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분석평가가 가장 필요한 단계는 계획단계가 압도적(51%)이며, 그 다음 기획단계(28%) 
순이다. 

넷째, 분석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주체는 국방부 사업부서와 각 군 사업부서 간 협의
체(47%), 국방부 신설 분석평가 조직(24%), 국방부 계획예산관실(14%), 각 군(12%) 순으로 
응답하였다.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이 사업 선정 관리의 주체가 되어 국방부 및 각 군 사업부
서와 협의체를 운영하여 선정해야 한다.

다섯째, 분석평가 수행 주체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이 67%로 압도적이다. 각 군 차원 
분석평가 조직을 확대하여 수행하는 안은 15%이고, 국방부에 분석평가 조직을 신설하여 자
체적인 분석평가 수행능력을 강화하는 안도 15%이다. 국방부에 분석평가 조직을 현 시점에
서 신설하기보다는 국방중기계획 기능과 분석평가 기능(주로 관리)을 통합하는 게 효율적이
라고 판단된다.

여섯째, 분석평가 협의체의 운영을 개선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한 복수 응답 결
과는 반기･연도별 분석평가 결과 공유･토의(23%), 전력운영사업 분석평가에 관한 협조사항 
및 정보 공유(19%), 차년도 분석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검토(16%), 분석평가 제도 개선방향 
및 업무 조정 등에 관한 협의(16%), 용역･공동 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에 대한 검토(14%)
이다.

마지막으로, 국방부 내 분석평가 전담조직을 신설한다면 가장 중점을 두고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 분석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국방부 및 각 군 협의체 운영(31%), 외부 전문기관을 중심으
로 한 분석평가 수행 및 관리체계 운영(29%), 분석평가 대상 사업의 식별･선정(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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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방중기계획 발전방안 및 추진전략

한국과 미국의 국방중기계획의 현황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결과를 반영하여 국방부 계
획예산관실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기능 강화, 국방중기계획의 계획･정책 기능 강
화, 그리고 분석평가 기능 강화를 축으로 의제(agenda)별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다.

1. 의제별 발전 방안

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의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의제 1) 가용재원 판단 및 통합적 관점에서 재원배분 기능 강화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간 통합적 관점에서 재분배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
째, 중기간 가용 국방재원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2627호(2022. 2. 3.)의 제12조에서 가용 국방재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재정 증가율 
격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할 때 이 규정이 실제 적용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16)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원규모만을 소
개할 뿐 가용재원 규모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 지침에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력운영비의 가용재원을 제시하는 데 F+1년 가용재원의 증가율은 높다.

<표 3> 2022∼2026 국방중기계획 가용재원(전력운영비)

(단위: 조 원, %)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

가용재원 35.8 38.3 40.1 42.0 44.0 46.1 210.5

(증가율, %) (6.9) (7.0) (4.7) (4.7) (4.8) (4.8) (5.2)

또한 ‘2023~2027 국방기획지침’의 국방비 획득전망을 보면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
획상 국방비 지출 증가율은 4.5%라고 제시하고, 향후 국방비 증액은 갈수록 어려운 여건이 
될 것이라고 가용 국방재원을 언급하는 정도이다.

16)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의 5년간 재원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총재원은 5.8%이고 이 중 방위력개선비
는 8.3%, 전력운영비는 4.5%이다. 반면 실현된 2022년 국방예산의 증가율은 3.4%이고, 방위력개선비는 –
1.8%, 전력운영비는 5.8%로 국방중기계획의 F+1년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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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가용재원 판단 후 전력운영 분야와 방위력개선사업 분야로 전략적 배분이 이루어져
야 한다. 국방부 훈령 제2627호의 제12조에서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가용 국방재원을 판
단 후 전력운영 분야와 방위력개선 분야로 배분하고, 국방부 전력정책관실은 방위력개선사
업비와 전력운영비의 배분에 대해 계획예산관실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방중기계획
을 수립할 때 이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

‘2023~2027 국방기획지침’의 재원배분 지침은 방위력개선 분야와 전력운영 분야의 재원
배분 우선순위를 제시하지만 그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재원재분 우선순위도 양 분
야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방위력개선 분야의 재원배분 우선순위는 위협별로 최우
선･우선･점진적으로 구분하고, 2023~2027 중점 관리 사업을 제시하였다. 반면 전력운영 
분야의 재원배분 우선순위는 국정과제 및 국방개혁 2.0 추진에 필요한 과제에 우선적으로 
배분한다는 언급이 전부이다. 그리고 이 국방기획지침에서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력
운영 분야 주요 과제를 제시했는데 구체적이지 못하고 강조점이 다양하다. 

<표 4> 국방운영 5대 중점별 전력운영 분야 주요 과제

중기중점 전력운영 분야 주요 과제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 정착
① 전쟁수행능력 유지를 위한 전력지원 강화 및 경계력 보강

② 초국가적ㆍ비군사적 위협 대응능력 확보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협력 강화 ③ 적극적 국방외교 활동을 통한 국익증진 기여

미래주도 국방역량 구축
④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스마트 국방달성

⑤ 한국판 뉴딜의 국방 분야 적용

행복한 국방환경 조성
⑥ 장병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복무환경 조성

⑦ 군 의료시스템 개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
⑧ 국민이 신뢰하는 ‘병영문화 혁신’ 추진

⑨ 국방안전관리 강화

자료: 국방부. (2021. 10.). 『2023∼2027 국방기획지침』. p. 41-38.

여기서 제시된 국방운영 5대 중점별 전력운영 분야 주요 과제와 국방중기계획과 예산편성
의 우선순위와 연계성을 명확하게 찾기 쉽지 않다. 

셋째, 통합적 관점에서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 간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우선 방위력개선사업 분야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할 때 각 사업별로 반영되
는 종합군수지원요소(ILS)에 대해 국방부 사업국(군수, 시설 등)의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이
근표, 2018, pp. 29-30). 다음으로 무기체계 획득･운영에 따른 인력, 교육훈련, 시설, 장비
유지 등 운영유지 소요재원을 판단해야 한다. 특히 주요 무기체계의 운영유지비는 소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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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부터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의제 2) 재정지침(fiscal guidance) 제공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가용재원 판단, 부문별(전력운영/방위력개선) 규모, 재원배분 우선
순위(전력운영분야), 하향식(top-down) 편성, 지출한도(ceiling) 등에 대해서 실제 적용 가
능한 재정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이 지침은 내부 비공개 문서로 필요시 수정 지침을 통보하
는 형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재정지침의 핵심은 지출한도이다. 대상기간 가용 국방재원 
규모에 대한 적절한 지출한도를 부여해야 한다. 특히 국방중기계획 요구서의 F+1년 증가율
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중기계획과 예산의 연계 강화라는 차원에서 그 증가율은 실제 조
정(축소)되기 때문에  F+1년에는 지출한도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재정 증가율 격차를 고
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국방중기계획의 소요재원 증가율은 대략 F+3년
을 기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지출한도 부여 시 이 문제를 가능한 해소해야 한다.17) 

그리고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에 대한 합리적인 지출한도를 부여해야 한다. 여기에는 
대상기간 내 예산 획득 의지가 아닌 실현 가능한 안정적 수준을 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력운영 분야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한도 설정으로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할 수 있
다. 프로그램별 전체에 대해 설정하는 방안과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 설정하는 방안이 있으
나, 초기에는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 지출한도를 설정하고, 시범 운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각 군의 국방중기계획 요구서 작성에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해 일부 ‘단
위사업’에 대한 지출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예컨대 군수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에서 장비획
득, 물자획득, 장비유지라는 단위사업에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한편 현시점에서 군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군별 지출한도 설정은 논외로 한다. 군별 
지출한도는 현재는 대안으로 검토 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의제 3) 하향식 편성과 상향식 편성 방식의 적절한 적용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주도로 지출한도 부여와 더불어 하향식(top-down) 편성 사업을 식
별하고 이에 대한 대상기간 소요재원을 판단해야 한다. 즉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에 하향식 
편성 항목을 명시하고 구체적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군의 사례처럼 주요 이슈 
팀(major issue team)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국방중기계획 작성 
지침에 따르면 국정과제(현 국방인력구조 개편, 병 봉급 인상, 예비전력 정예화 등), 국방개

17) 특히 F+4년 이후 소요재원은 총 소요재원의 증가율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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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 2.0 소요를 하향식으로 편성하고 있다.
신규･확대사업을 상향식(bottom-up)으로 편성하는 경우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고, 이 사

업의 소요재원이 왜곡되었는지 식별･검증해야 한다. 상향식 편성에서 문제가 심각한 경우는 
왜곡되어 편성된 사업으로, 이를 식별하고 반드시 미시적 조정을 해야 한다. 특히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사업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계획단계에서는 신규사업, 대형 사업의 분석평가
를 강화해야 한다.

의제 4)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내 예산편성과 중기계획의 부서 분리 검토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내 중기계획 업무와 분석평가 관리업무 담당을 통합하여 하나의 과
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전력유지예산/인력운영예산
과의 프로그램 예산담당자가 중기계획 업무 관련 투입 개월은 약 3개월 정도이며, 중기계획 
총괄(2명)이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기계획과 예산 업무 겸업에 따른 전문성 
발휘라는 장점보다 중기계획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대시간 부족이라는 단점이 훨씬 부각되
고 있다. 또한 중기계획과 예산편성 간 ‘업무 대상’은 같을 수 있지만 ‘업무 영역’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직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말 그대로 계획은 기획-예산을 연결시
키고, 국방기획지침을 준수하여 군사력건설 및 유지소요를 가용 국방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하는데 초점을 둔다. 반면 예산편성은 가격책정(pricing), 단계화
(phasing), 자금할당(fund policy), 집행(execution)에 초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한다
(Melton, 2017. 3. 29.).18) 

현 체제하에서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이 재원배분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부
족이다. 따라서 최소한 중기계획 업무 담당과 분석평가 관리 업무 담당을 합한 인원을 주축
으로 중기계획과(잠정)와 예산편성을 주로 하는 과를 분리하는 게 국방중기계획과 예산편성 
업무 수행의 효과를 보다 극대화할 수 있다. 현 조직 체계에서 인력 증원은 곤란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전력운영 분야 중기계획･분석평가 관리 담당을 최소 10~13
여 명 수준에서 편성하여 독립된 과(부서) 출발해야 한다.

전향적으로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국방중기계획 작성 주체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국방부 계획예산관실, 2016. 6.). 방위력개선사업 분야의 중기계획 수립 부서(현 전력

18) 가격책정은 가장 적절한 비용/가격, 계약자료, 학습곡선, 물가지수 등을 반영한다. 단계화는 획득일정, 12개월 
내 자금 지출, 일정기간 생산량 등 고려한다. 자금할당은 세출 인지(appropriation cognizance), 배부 방식 
등을 고려한다. 집행은 결산보고서(집행 공산(公算), 이월액 사용 가용성 등을 고려한다. 여기서 공산은 집행이 
될 수 있는 확실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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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실 내 기반전력계획평가과)와 전력운영 분야의 중기계획 수립부서(국방부 계획예산관
실 내 중기계획과 복원)의 동일 부서 내 조직 개편도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통합적 관점
에서 국방재원의 합리적 배분뿐 아니라 총수명주기, 전력화 지원요소 등을 고려한 획득 및 
운영유지에 대한 계획이 용이해 질 것이다. 

나. 국방중기계획의 계획･정책 기능 강화

의제 5) 국방부 사업국의 분야별 중장기 계획서 보완･발전

국방부 사업국의 중장기 정책 추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중장기 계획서의 역할을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현재 국방중기계획 작성에 기여도가 다소 낮은 군수, 시설 분야 
중장기 계획서의 보완ㆍ발전은 필수적이다. 

국방군수정책서(현 2019~2033년 대상), 국방시설정책서･군사시설 종합발전계획서는 기
획-계획-예산을 보다 강하게 연계할 수 있는 정책서로 발전해야 한다. 이에 비해 ‘국방정보
화 기본계획’19)뿐 아니라 군인복지기본계획(5년), 군보건의료발전계획(3년)은 국방중기계획 
작성에 나름 기여하고 있다.

분야별 중장기 계획서의 보완･발전과 관련하여 고려 사항은 무기체계 첨단화･무인화, 과
학기술의 발달이 인력구조, 교육훈련, 장비운영유지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인구 통계적 변화가 인력구조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가 국방
운영, 장병복지, 군사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파악도 중요한 과제이다.

의제 6) 주요 핵심사업의 정책 추진방향 협의 체제 구축

실효적인 국방중기계획 작성을 위해 국방부 부서 및 각 군 간 협의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내실화해야 한다. 국방부 사업국의 프로그램별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아울러 국방부 계획예
산관실, 각 군 중기계획과/참모부서 등과 이에 대한 협의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국방
부 사업국과 계획예산관실 간 역할과 책임(R&R, Roles & Responsibility)을 우선 정립해
야 한다. 

국방중기계획의 정책기능 강화 차원에서 국방부 사업국과 각 군이 사전협의체를 운영하
고, 국방부 계획예산관실과 각 군 중기계획과는 관련 사항을 추적･공유하며 분석평가가 필
요한 사업들을 식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컨대 정보화 분야의 ‘고위정보화책임관

19) 국방정보화 기본계획은 현재 5년마다 작성, F~F+15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방지능정보화 종합계획으로 
바뀌면 3년마다 작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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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O; Chief Information Officer) 협의회’를 벤치마킹의 한 형태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
나 각 군은 CIO 협의회는 정보화 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결국 국방부 
부서 및 각 군 간 사전협의체 운영은 필요하지만 그 운영방식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외부와 정책 추진 방향 협의체 운영도 고려해야 한다. 한 예로 민관군 합동위원회
(2021. 6. 28.)가 출범한 이후 ‘장병생활여건 개선’ 분과위가 권고한 안은 상당한 정책적 유
효성을 가지고 있다. 급식･피복, 군 의료, 군 주거 시설, 정보화, 교육훈련 등 분야에서 타 
정부 부처나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다. 국방중기계획의 분석평가 기능 강화

의제 7) 분석평가 대상 사업 식별･선정･관리체계 구축

2020년 국방부 분석평가 과제는 사전타당성검토 과제가 전부이며, 방위력개선 분야 분석
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우선 전력운영분야 분석평가 대상 사업으로 
중요사업이 식별･선정되어야 한다.20) 이를 위해 ① 국회 지적 및  언론보도 사항, ② 국방부 
정책 결정자의 주요 관심사항, ③ 국방중기계획 검토 과정에서 분석평가 대상으로 식별된 
사업, ④ 국방기본정책서, 국방개혁기본계획 등 기획단계에서 식별된 추진 과제, ⑤ 군인복
지기본계획, 군보건의료발전계획, 국방정보화 기본계획 및 부서별 중장기 계획서 등 계획단
계에서 식별된 추진 과제, ⑥ 분석평가 과제 공모 등을 통해 ‘분석평가 과제 풀(pool)’을 운
용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 사전타당성검토 과제 위주에서 국방중기계획 작성 간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계
획단계와 기획단계의 분석평가를 강화하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21) 전력운영분야 분석
평가는 ① 기획･계획단계 분석평가 부재, ② 사업단위 중심의 분석평가, ③ 환류기능 미약이
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기획단계에서 수행 가능한 정책방향 설정
을 지원하기 위한 적정성 중심의 분석평가가 새로 수행되어야 한다. 기획단계 의사 결정단
위인 정책 기조 간 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의 적정성 중심으로 검토하여 선택 가능한 
정책조합을 제시해야 한다. 다음 계획단계에서 적정성･효율성 분석 중심의 분석평가가 수행

20) 하나의 예로서 병영시설현대화사업(2004년부터 추진하여 2016년 11월 기준 총 7.1조 원 투입)은 기획-계획-
편성-집행 단계에서 분석평가가 필요한 사업이었으나 수행되지 않다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심층평가를 수행
하여 2016년 11월 완료되었다. 이를 참고삼아 향후 추진될 2차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은 기획-계획단계부터 
분석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21) 국방기본정책서(2019~2033) 추진 과제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도입,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
트 군수시설 구축, 피복 및 개인 장구류 개선･보급, 군 의료인력 구조 개편, 발전적 민･군 진료협력과 장병 의료
선택권 보장, 실전적 부대훈련 방법 혁신, 비전투 분야 군무원･민간근로자 대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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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계획단계 주요 산출물인 중기계획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재원 검토와 
더불어 우선순위 판단을 위한 효율성 분석을 통해 효율적 사업 포트폴리오가 제시되어야 한
다. 그리고 집행 단계에서 분석평가를 확대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심송보 외, 2022. 6. 
20.).

아울러 전력운영과 방위력개선 간 연계를 위한 분석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운영유지 판단뿐 아니라 무기체계 전력화 지원요소(인력, 군수, 시설, 교육훈련 등)
를 포함하여 재원부담 능력이 분석되어야 한다. 

이 같은 분석평가 대상 사업 식별ㆍ선정ㆍ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은 과제 발굴･관리 등 조정ㆍ통제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의제 8) 외부 전문 분석평가 수행체제 구축

국방부가 선정한 분석평가 과제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외
부 전문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전력운영 분야 분석평가 과제를 수행하는 외부 
전문기관으로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있는 기존 팀을 확대하거나 또는 부설기관을 신설하
거나 다른 민간 연구기관을 활용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연간 수행해
야 하는 개략적인 분석평가 수행 과제 수와 필요인력을 판단하는 로드맵(road map)을 수립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단기간 외부전문기관에 신설된 분석평가팀을 시범 운영 후 추진 실적
을 평가해서 독립적인 전력운영분야 분석평가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 
기관은 ① 사전타당성과제, ② 심층평가과제, ③ 선정 분석평가 과제(주로 계획단계 분석평
가 과제), ④ 현안과제 등을 수행한다. 현 시점에서 전력운영분야 분석평가 기능이 제한된 
가장 큰 요인은 외부 전문기관이 적극적으로 분석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이 부
족하다는 점이다.  

라. 여타 발전 방안

의제 9-1) 국방중기계획 요구서의 신뢰성 강화

각 군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부정확한 소요제기 사항을 식별, 공유, 해소하는 방안이 모
색되어야 한다. 또한 각 군 분석평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방중기계획 작성 관련 주요 사
업을 선정하고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각 군 부서 간(참모･중기
계획) 협의를 강화하여 국방중기계획 요구서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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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9-2)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통보 시기 조정 및 내용 강화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에서 국방중기계획서 발간 시기가 8월 말까지로 규정되었기 때문
에 차년도 중기계획 작성지침 통보가 9월 말에 통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각 군은 
예하부대에게 자체 중기계획 작성지침을 2∼3월에 하달하고, 각 군 본부는 6~7월에 종합하
기 때문에, 국방부의 중기계획 작성지침 통보 시기를 앞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여건에서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의 통보 시기를 선행 조정하려는 이유는 국방중기계획 
요구서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만약 이 안이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더라도, 중기
계획 작성지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22)  

의제 9-3) 국방중기계획 요구서의 검토 기간 확대 및 내실화 방안 강구

우선 국방중기계획 요구서의 검토 기간을 확대하여 검토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군이 국방중기계획요구서를 현 훈령 기준보다 미리 제출하거나, 국방부의 정책실무
회의를 뒤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체제에서는 검토기간을 확대하기
보다는 검토를 내실화하는 방안에 중점이 주어져야 한다.

의제 9-4) 국방중기계획 정책회의와 예산편성 정책회의의 시기상 분리 문제

국방중기계획 정책회의와 예산편성 정책회의를 현재 같은 날 하고 있는데 이를 분리하는 
문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 군은 중기계획의 예산편성 선도 기능을 위해 중기계획 정책
회의를 예산편성 정책회의 이전에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이 문제와 더불어 중기계
획의 예산편성 선도 기능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① 국방중기계
획 요구서를 내실 있게 작성하는 방안, ② 검토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③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기획재정부에 중기사업계획서를 내실 있게 제출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의제 9-5) 국방중기계획의 DB화로 갱신 적용

미국의 FYDP는 8･9월에 POM과 BES를 반영하고, PB(차년도 2월)를 반영하여 두 번 갱
신된다. FYDP의 DB 갱신 개념을 한국의 국방중기계획에 적용할 경우 국방중기계획 작성 
부서 간 갱신 방식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국방중기계획과 예산 간 연계 강화를 위해 

22) 국방중기계획의 작성지침(2018∼2022년, 2019∼2023년, 2021∼2025년)을 비교하면 ① 성장률 등 수치변화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내용 변화, ② 유가, 환율 등 일부 지표, ③ 부대계획 분야 일반지침에서 2021∼2025에 
장관 지침사항 및 병력감축 관련 내용만 추가된 내용을 제외하면 거의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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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F+5년으로 대상기간을 변경하고, 정책실무회의 이후에는 예산편성 과정으로 본격적
으로 진입되기 때문에 국방예산안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거나 국방예산안(정부안)이 발표될 
때 DB 갱신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력운영사업 예산요구서(5월 말), 방위력개선
사업예산요구서(5월 말)를 기준으로 또는 국방중기계획의 F+1년을 갱신하는 방안과 국방예
산안(정부안)이 발표될 때 갱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2. 추진전략

단기간 추진 중점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의 가용재원 판단 및 재원배분 기능 강화이다. 
또한 협의체 운영 방안, 국방중기계획 요구서의 신뢰성 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가용재
원 판단 및 부문별 배분 지출한도 설정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이 주도적으로 국방부 전력정
책관실과 협의를 거쳐, 2024~2027년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할 때 제한적이나마 시범적으로 
적용할 의제이다.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실효적인 국방중기계획 작성에 영향을 미치
는 큰 요인이다.

단기간 추진 의제는 의제 1, 2, 3, 9이다. 그리고 의제 5에서는 무기체계 첨단화･무인화, 
과학기술 발달, 인구 통계적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 등이 전력운영 분야에 미치는 영향
을 반영･예측한 정책수립에 초점을 두는 것은 당장 추진할 사항이다. 의제 9-1인 국방중기
계획 요구서의 신뢰성 강화와 의제 9-2인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통보 시기 조정 및 내용 
강화도 단기간에 검토할 사항이다.

중기간 추진 중점은 우선 국방중기계획 발전 방안의 인프라(기반)를 만드는 차원에서 ① 
통합 관점에서 가용재원의 합리적 배분 판단체계 구축(총수명주기 등), ② 분야별 중장기 계
획서의 보완･발전, ③ 분석평가 대상 사업 식별ㆍ선정ㆍ관리체계 구축이 긴요하다. 조직 차
원에서는 ① 중기계획의 부서 분리 검토 및 작성 주체 일원화 여부 판단, ② 외부 전문 분석
평가 수행체계가 긴요하다.

따라서 중기간 추진 의제는 의제 1에서 통합적 관점에서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 간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다. 의제 4인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내 예산편성과 중기
계획의 부서 분리도 국방중기계획의 작성 주체 일원화 여부도 중기간에 추진해야 한다. 의
제 7인 분석평가 대상 사업 식별ㆍ선정ㆍ관리체계 구축도 마찬가지이다. 의제 9-3인 국방중
기계획 요구서의 검토 기간 확대 및 내실화 방안 강구, 의제 9-4인 중기계획 정책회의와 
예산편성 정책회의의 시기상 분리 문제, 의제 9-5인 국방중기계획의 DB화로 갱신 적용도 
중기간 추진할 의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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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중장기적으로 안보환경 및 재정여건 변화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변화, 인구 통계적 변화, 
과학기술의 발달은 전력운영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방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국방중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국방중기계획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발전방안을 구체
화하였다. 첫째,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용재원을 적절하게 판단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하고, 지출한도를 포
함한 재정지침(fiscal guidance), 지출한도를 제공하고, 하향식 편성과 상향식 편성의 적절
한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조직 재편 차원에서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내 중기계획과 분
석평가 관리 담당을 통합하여 예산편성과 조직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국방중기계획 작성 주체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국방중
기계획의 계획･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사업국의 분야별 중장기 계획서에 대한 
보완･발전이 필요하고, 국방부 부서 및 각 군 간 국방중기계획 관련 협의 체제를 구축하고 
내실화해야 한다. 셋째, 국방중기계획의 분석･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분석평가 대상 사
업의 식별･선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외부 전문 분석평가 수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단기간 추진 중점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의 가용재원 판단 및 재원배분 기능 강화가 최우
선이고, 다음으로 협의체 운영 방안, 국방중기계획 요구서의 신뢰성 강화이다. 중기간 추진 
중점은 군 내 국방중기계획 발전 방안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중기계획 
업무의 조직 분리와 국방중기계획의 작성 주체 일원화는 검토가 긴요하며, 외부 전문 분석
평가기관이 전력운영분야의 분석평가 과제를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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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term Defense Program should be established in effective manner in order to 

flexibly respond to changes in defense environment. This study conducts the job analysis 

and the survey to derive the development plan for Mid-term Defense Program in Force 

Operation. The results identified such resolutions, firstl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MOD) should strengthen resource allocation system to ensure its control-tower 

function and should provide fiscal guidance which includes expenditure limits. Divisions 

regarding Mid-term Defense Program could also be separated from MOD's Programming 

and Budgeting Bureau in terms of reorganization. Secondly, MOD's program divisions 

should develop middle and long term plan by field and should organize discussion system 

to reinforce its own function such as programming and policy. Lastly, this study suggests 

implementing the system of identifying･selecting･managing targeted program which needs 

analysis conducted by external specialists in order to reinforce the function of Analysis 

and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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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지구촌에서 급증하는 인터넷 사용은 국가 간 상호의존성을 높여왔지만, 그 취약성으로 

인해 국제적 차원의 불안도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각 국가는 사이버 공간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려는 노력과 함께 상대 국가가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사이버 억제전략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익명성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가상의 공간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억제는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사이버 억제가 전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핵 수단에 의한 대량보복의 위협과 같은 억제의 냉전 

이미지에 사로잡혀 있어서 종종 사이버 공간에서의 억제를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이에 이 글은 사이버 영역에서 억제 이론을 적용하는 데 있어 이러한 혼란스러운 개념들을 

조명하고, 아울러 부분적으로 사이버 억제의 가능성과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이버 공간적 특성에서 발생하는 억제의 제한 사항들을 살펴보고, 이어서 사이버 

억제의 구체적인 수단과 사이버 확전 사다리 개념을 알아보며, 마지막으로 사이버 억제의 성공조

건들에 관해 검토한다.

핵심어: 사이버 전략, 사이버 억제, 사이버공간, 귀속, 사이버전, 사이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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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에 들어선 후 인터넷은 전 세계 인구의 반을 연결해 주는 범용 기술이 되어 가고 
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1,600만 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세계 인구의 
0.5퍼센트에 불과했다.1)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만 해도 국경 간 데이터 트래픽은 45배 증
가했고, 2021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의 63퍼센트인 49억여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불과 2년 전보다 7억 8200만 명이 증가한 수치이다.2) 앞으로도 인터넷 사용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향후 몇 년 동안 200억대 이상의 기기가 ‘사물 인터넷
(Internet of Things)’에 연결되는 초연결성이 향후 사이버 공격 대상의 범위를 엄청나게 
확대할 것으로 예측한다.3) 급증하는 인터넷 사용은 국가 간 상호의존성을 높여왔지만, 모순
되게도 그 취약성으로 인해 국제적 차원의 불안도 증가했다. 

2000년 이전 대부분 국가는 사이버 공격을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위험으로 간주하
지 않았다. 사이버 공격이 있었지만, 작전적 차원에서 사용되거나 일부 정부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은행 등에 제한적으로 실행되었다. 하지만 2007년 4월, 에스토니아에 대한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은 국제 사회에 사이버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했다.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은 에스토니아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마비시켜 정부 기관으로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 국가가 자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해
를 끼치지 않도록 억제하거나 만류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국제적 안보 관심사가 되었고, 
증가하는 사이버위협 상황에서 각국의 전략가들은 위협 해소 방법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억
제’라는 개념을 논의하게 되었다. 

하지만 익명성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가상의 공간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억제는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사이버 억제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들
은 사이버 공간에서 억제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익명성과 초국가적 성격에서 파생되는 
공격우위와 같은 특징들을 언급하고 있다. 즉, 누가 공격하는지 모르는 익명성은 보복적 억
제의 효과성을 감소시키고, 공격자가 절대 우위에 있는 사이버 공간의 특징은 전수방어를 

1) Nye, Joseph S. “Deterrence and Dissuasion in cyberspace.” International Security Vol. 41, No. 
3(Winter 2016/17), p. 44.  

2) ITU(International Communication Union) 통계 자료, https://www.itu.int/en/ITU-D/Statistics/Pages
/stat/default.aspx (검색일: 2022. 4. 10).

3) Naughton, John. “The Evolution of the Internet: From Experiment to General Purpose Technology.” 
Journal of Cyber Policy Vol. 1, No. 1(April 2016), pp. 5-28; Global Commission on Internet Govern
ance. One Internet (London: Chatham House and CIGI, 2016), pp. iii,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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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게 하여 방자의 거부적 억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4) 
일반적으로 억제란 억제자가 어떠한 위협이나 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끼쳐, 상

대방이 이익과 손실 측면에서 감수해야 할 비용과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여 그 행동을 
포기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리처드 클라크(Richard Clark)와 로버트 네이크(Robert 
Knake)는 “모든 핵전략 개념 중 억제 이론이 아마도 사이버 전쟁으로의 전이가 가장 낮을 
것”5)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억제 이론을 사이버 공간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문제
가 많다는 것이다. 미국의 한 저명한 언론가는 미국의 정보기관과 군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
시아와 중국이 이미 미국의 일부 또는 대부분의 전기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는 사이버 능력
을 갖추었다고 말한다.6) 그렇지만 아직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주요 민간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미국의 사이버 억제력이 
중국과 러시아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가?

사실 우리의 마음은 핵 수단에 의한 대량보복의 위협과 같은 억제의 냉전 이미지에 사로
잡혀 있다. 이 때문에 종종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억제를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
다. 이 글은 사이버 영역에서 억제 이론을 적용하는 데 있어 이러한 혼란스러운 개념들을 
조명하고, 아울러 부분적으로 사이버 억제의 가능성과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이버 공간적 특성에서 발생하는 억제의 제한 사항들을 살펴보고, 이어서 
사이버 억제의 구체적인 수단과 사이버 확전 사다리 개념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사이버 
억제의 성공조건들에 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사이버 억제와 귀속문제

사전적 의미에서 억제는 감정이나 욕망, 충동적 행동 따위를 내리눌러서 그치게 함 또는 
정도나 한도를 넘어서 나아가려는 것을 억눌러 그치게 함을 의미한다. 전략적 의미에서의 
억제는 일반적으로 “어느 일방이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경우, 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공격으
로 인한 이익보다 클 것이라고 위협함으로써 그 일방의 공격을 방지하는 것”7)이다. 이러한 

4) Sterner, Eric. “Retaliatory Deterrence in Cyberspace.” Strategic Studies Quarterly Vol. 5, No. 
1(2011), pp. 65-67; Debus, Keith. “What Is Cyber War?.” Hacking (April 2012), p. 10.

5) Clark, Richard A. and Knake, Robert K. Cyber War: The Next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nd 
What to Do About It (New York: Harper-Collins, 2010), p. 189.

6) Koppel, Ted. “Where is America’s Cyberdefense Plan.” Washington Post (December 7, 2015). 

7) Snyder, Glenn H. Deterrence and Defense: Toward a Theory of National Security (Prince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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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의 개념은 1946년 버나드 브로디(Bernard Brodie)가 향후 미국의 안보에서 가장 중요
한 것은 핵무기의 보유보다는 핵무기의 사용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제시되었다.8) 
1950년대에 랜드연구소는 그 이론을 발전시켰고, 랜드연구소의 분석가들은 적의 도시들을 
타격하기 위한 핵무기의 숫자와 아울러 어떻게 하면 핵무기로 적대국의 핵무기 사용을 방어
할 수 있는가를 탐색했다. 결과적으로 적대국이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를 전부 또는 대부분 
파괴할 수 있다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제2격 
능력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유럽 동맹국을 위해 미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은 국가 
중 하나라도 핵 공격을 받는다면 마치 미국 영토를 공격한 것처럼 취급하여 처리한다는 확
장억제력 개념도 제시되었다.9) 핵 억제 이론은 냉전 시기 미・소간의 대결 속에서 실효성을 
갖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 사이에 핵전쟁은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미국은 핵무기의 가공할만한 파괴력 때문에 완전한 억제를 추구했으며, 냉전 기간에 
그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완전한 억제를 목표로 
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사이버 공간은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사이버 
행위자나 그 단체의 소속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것 등을 포함해 일반 물리적 공간과는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네트워크와 정보신호로 이루어진 가상공간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귀속문제’와 ‘공격우위’는 보복의 현시와 전수방어를 어렵게 만든다. 리처드 벳츠
(Richard Betts)와 같은 일부 분석가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억제가 잘 작동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귀속(attribution) 문제라고 주장했다.10) 2010년에 윌리엄 린(William Linn) 미 국
방부 부장관은 “미사일은 반송 주소를 가지고 있지만, 컴퓨터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그렇
지 않다.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도 공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포렌식 작업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11)고 언급했다. 

핵 귀속은 완벽하지 않지만, 현재 9개 국가만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전략핵잠수함 
같은 경우 핵무기 사용의 최초 발원지를 찾기 어려울 수 있지만,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물
질의 동위원소의 특성상 그 귀속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University Press, 1961), pp. 14-16.

8) Nye, Joseph S.(2016/17), p. 44. 

9) 한용섭. 『우리 국방의 논리』(서울: 박영사, 2019), p. 152.

10) Betts, Richard K. “The Soft Underbelly of American Primacy: Tactical Advantages of Terror.”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17, No. 1(Spring 2002), pp. 19–36.

11) Lynn III, William J. “Defending a New Domain: The Pentagon’s Cyberstrategy.” Foreign Affairs 
Vol. 89, No. 5(September/October 2010), p. 99.

12) Lieber, Keir and Press, Daryl G. “Why States Won’t Give Nuclear Weapons to Terrorist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8, No. 1(Summer 2013), pp. 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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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핵무기나 관련 물질들이 3자에게 도난당할 수도 있지만, 비국가 행위자들에게는 심각
한 진입 장벽이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귀속은 핵 귀속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전 세계적
인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이나 특정 단체 나아가 일부 국가들이 모두 사이버 공격의 행위자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사이버 공격에 사용되는 몇 줄의 악성 코드가 일부 국가나 비국가 행위
자들에 의해 직접 만들어지거나 다크 웹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적 발전에 
따라 사이버 귀속에 대한 민간과 군의 능력들이 계속 개선되고는 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만
만치 않은 문제로 남아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귀속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주로 다음의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매체의 다양성이다. 핵무기 공격 수단은 미사일, 공중폭격기, 잠수함으로 비교적 단순하지
만, 사이버 공격 매체에는 네트워크, 공급망, 그리고 악의적이거나 부주의한 인간 내부자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사이버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먼저 네트워크의 연결을 끊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망 분리(air 
gaps)’도 보안을 완벽히 보장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스턱스넷에 의해 파괴된 이란의 원심
분리기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았지만, 사이버 공격의 감염으로부터 보호되지 못했다. 또한, 
전문적인 사이버 공격자들은 전 세계에서 제조된 전자 부품의 공급망을 사용하거나 인간 요
원 및 무고하게 감염된 중개인을 사용하여 공극을 메우고 사이버 공격을 수행한다. 

둘째, 귀속의 어려움은 가짜 깃발(false flags)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핵 귀속은 완벽
하지 않지만, 소수의 국가만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귀속을 밝히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상에서는 공격자가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그들은 몇 개의 
원격 서버의 깃발들 뒤로 원점을 가릴 수 있으며, 다양한 관할권에 위치할 수 있다. 대리인
(Proxies)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들은 가짜 깃발을 만들 수도 있다. 비록 기계 간의 메시지 
교환을 추적하는 전자식 포렌식 기술이 그것들을 감지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
이 요구되며, 불확실성도 크다. 또한, 사이버 공격에 사용된 컴퓨터 등 기계의 실재 위치를 
아는 것은 최종적인 공격의 행위자를 아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예를 들면, 2012년에 
JP모건 체이스 은행으로부터 7600만 개의 주소를 훔친 사이버 공격은 대체로 러시아의 소
행이라고 알려졌다. 그런데 미 법무부가 그 범인들이 모스크바와 텔아비브에 거주하고 있는 
2명의 이스라엘인과 1명의 미국 시민이 이끄는 정교한 범죄 조직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데는 
3년이 걸렸다.13) 이처럼 사이버 공격자가 가짜 깃발을 사용한다면, 귀속을 밝히는 데는 많

13) Chon, Gina・Shubber, Kadhim・McLannahan, Ben. “Three Charged in ‘Sprawling’ JPMorgan Hack.” 
Financial Times. November 10, 2015, http://www.ft.com/intl/cms/s/0/5862d350-87c1-11e5-90de
-f44762bf9896.html#axzz3tBsTo1yo (검색일: 2022.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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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억제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 
나아가 그러한 정교한 속임수는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셋째, 귀속의 어려움은 정치・안보적 문제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이것은 귀속의 근원을 
파악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이다. 억제에 있어서 보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국내 및 국제 대중들에게 공개해야 하는지는 기술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정치적인 문제이다. 만약 어떤 정부가 귀속을 밝힌 전자식 포렌식 방법이나 정보 요원을 공
개한다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서는 그 기술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2014년 북
한의 소니픽처스 공격에서, 미국 정부는 애초에 그 공격을 어떻게 북한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완전한 공개를 피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미래의 잠재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지 않게 
되자 미국 정부는 인터넷상의 기술적 인지력 때문에 귀속을 밝히기 어렵다는 대중적인 회의
론에 직면했다. 결국, 미국 정부는 민감한 정보 출처를 공개하기에 이르렀고, 대중의 의심도 
사라졌다.14) 이후 소니픽처스사에 대한 더 이상의 사건은 발생하지 않아 미국이 원했던 소
기의 억제는 달성했지만, 구체적인 정보 출처의 대중 공개는 미국 정부가 감당해야 할 미래 
부담이었다.

위에서 살펴본 귀속의 문제로 인해 사이버 억제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인가? 사이버 공격
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
다. 오히려 귀속은 시간과 정도의 문제일 수 있다. 토마스 리드(Thomas Rid)와 벤 뷰캐넌
(Ben Buchanan)은 “정부의 기술력이 커질수록, 그리고 그 처리에 있어서 정부의 능력과 
기술력이 커질수록, 자신의 비  작전을 숨기고 다른 이들을 들춰내며, 그에 따라 대응하는 
국가의 능력은 더 커질 것”15)이라고 언급했다. 지금도 국가는 자신들의 기술적 능력을 향상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비국가 민간 부분 기업들도 귀속 시장을 만들고 있다. 특히 
민간 기업의 참여는 국가가 민감한 출처를 공개해서 감당해야 하는 위험과 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사이버갈등과 관련된 여러 문제는 등급의 문제일 수 있고, 전자 포렌식 기술
이 개선됨에 따라 억제의 강도도 달리 할 수 있다. 또한, 보복에 의한 처벌이 모든 사이버 

14) Sanger, David E. and Fackler, Martin. “N.S.A. Breached North Korean Networks before Sony Atta
ck, Officials Say.” New York Times, January 18, 2015, https://www.nytimes.com/2015/01/19/wor
ld/asia/nsa-tapped-into-north-korean-networks-before-sony-attack-officials-say.html?searchR
esultPosition=1 (검색일: 2022. 05. 09).

15) Rid, Thomas・Buchanan, Ben. “Attributing Cyber Attacks.”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38, 
No. 1-2(2015),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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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은 일부 등급의 사이버 억제에는 효과가 있다. 
대리인 및 가짜 깃발의 문제로 인해 신속하고 명확한 귀속을 밝히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밝혀진다면 사이버 공격 행위자들은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억제를 가능케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요약하면, 사이버 공간에서 귀속 문제
를 경시할 수는 없지만, 불완전한 귀속이 사이버 억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가능
과 불가능의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사이버 억제의 방법론을 모색해 사이버 공간의 
평화적 사용을 지향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Ⅲ. 사이버 억제의 방법

억제 관계는 피억제자가 자신에게 이로움이 되는 어떤 행위를 시도할 경우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억제자의 보복 또는 응징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성립된다. 억제의 성공 
여부가 피억제자가 가진 심리적 공포 정도에 좌우된다면, 피억제자의 심리적 공포를 확실하
게 일으켜 줄 수 있는 정도의 위협은 억제의 필수 조건이 된다.16)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억제 
이론은 냉전 시기에 발전했다. 핵전력에 있어서 소련보다 우위에 있던 미국은 소련의 핵전
쟁 도발을 막기 위해 대량보복전략을 견지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미소 간의 핵 격차가 
줄어들면서 미국은 소련의 핵 공격으로부터 생존할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소련이 핵
무기로 제1격을 가할 때 살아남아 반격을 감행할 제2격 능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17)

이러한 기본적 이론으로부터 보복적 억제와 거부적 억제라는 개념이 생겨났다.18) 보복적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는 상대의 선제공격이 있을 때 사후에 대규모의 보복을 
강행하여 커다란 손실을 입힌다고 협박함으로써 공격을 만류하게 만드는 것이다. 보복적 억
제는 공격 측보다 더 위력적이고 핵전력을 많이 보유해야 하며, 정책적 차원에서 반드시 반
격할 의사가 존재해야 가능하다. 즉, 보복적 억제는 공격 능력의 수적 우위를 통해 억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는 상대가 선제 공격을 하더라도 
패배당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승리하려면 더 큰 손실을 입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방자
가 침략자에게 강요함으로써 억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거부적 억제는 방어능력의 
기술적 우위를 통해서 억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16) 온창일. 전략론(서울: 집문당, 2007), p. 180.

17) 한용섭(2019), pp. 150-151.

18) Snyder, Glenn H(1961), pp. 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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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억제에서 처벌에 의한 보복적 억제가 가능한가? 사이버 공간에서는 공격자의 정체
성이 어디 있는지 불확실하며, 또한 알려지지 않은 많은 적이 있다. 그리고 어떤 자산이 위
험에 처할 수 있고, 그 처벌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아는 것은 불확실하다. 사실 처벌이라는 
보복 위협은 공격자의 신원이 불확실한 사이버 영역에서 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나 처벌에 
의한 보복적 억제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보복적 억제가 사이버 공간에서 억제 방식의 하
나로 남아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귀속을 밝히는 것이 전혀 불가
능한 것은 아니며, 사이버 억제에 있어서 보복의 수단은 사이버 수단만으로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보복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동일 수단에 의한 처벌은 오히
려 상대방에게는 불충분하게 인식될 수 있다. 리비키(Martin C. Libicki)는 적대국의 호전
성 수준에 따라 가능한 보복 대응의 수단으로, 외교력, 경제력, 사이버력, 물리력, 핵력 등 
상대국이 행할 수 있는 보복 수단이 모두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19) 사이버 공격이 
기본적인 사이버 억제의 대응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핵무기는 여전히 궁극적
인 대응 수단으로 남아 사이버 억제와 확전을 방지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대응 수단 면에
서 사이버 억제는 적대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억제의 일부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둘째, 거부에 의한 억제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거부에 의한 억제는 한정된 자원과 시간을 
보유한 공격자의 자원과 시간을 소모하게 함으로써, 즉 공격자의 비용을 높임으로써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다. 브루스 슈나이어(Bruce Schneier)는 노력을 증가시키고, 위험을 높이고, 
그리고 보상을 감소시키는 기본 기술은 범죄 예방과 마찬가지로 사이버에서도 동일하게 적
용된다고 지적했다.20) 고도의 사이버 방어능력은 상대에게 사이버 공격을 무의미하게 보이
게 만들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동기를 줄일 수 있다. 일본이 진주만 공격 전에 미 태평양함
대의 회복력을 더 잘 이해했었더라면, 공격의 비용과 이익에 대해 더 정확한 계산을 했을지
도 모른다.21) 물론 사이버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안보 비용은 비용 대 효과라는 측면을 고려
해야겠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사이버 회복력에 대한 투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다. 나아가 사이버 강대국이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지원을 동맹국에 제공한다
면 사이버 도메인에서 확장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22) 하지만 공격자 우위에 있

19) Libicki, Martin C. Cyberdeterrence and Cyberwar (Santa Monica, Calif.: RAND Corporation), pp. 
26, 29. 

20) Schneier, Bruce. Liars and Outliers: Enabling the Trust That Society Needs to Thrive (Indianapolis: 
John Wiley, 2012), p. 130.

21) Nye, Joseph S.(2016/17), p. 56.

22) Kamer, Franklin D.・Butler, Robert J.・Lotrionte, Catherine. “Cyber, Extended Deterrence, and 
NATO.” Washington, D.C.: Atlantic Council, May 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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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적어도 강대국의 군사기관이나 정보기관들로부터 오는 고도의 지
속적 위협은 사이버 방어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다. 사이버 방어에는 취약성이 많이 존재
하기 때문에 완벽한 사이버 방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사이버와 관련된 시스템과 자원들에 대해 빠른 회복력과 복구 능력을 구축
할 수 있다면, 억제라는 측면에서는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만약 사이버 공
격을 받은 후 시스템을 복구하는 데까지 걸리던 시간이 1～2주였는데 그것을 몇 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면, 사이버 공격자의 공격 의지는 약화될 것이며, 비용과 이익에 대한 계산을 
통해 사이버 공격을 포기하게 할 수도 있다.

셋째, 규범과 금기(norms and taboos)에 의한 억제이다. 조셉 나이는 규범적 고려가 주
어진 공격에서 얻은 가치를 넘어서는 행위자의 소프트파워를 손상시킬 수 있는 평판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행위들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23) 예를 들면, 만약 한 국가가 약한 행위
자에게 낮은 수준의 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했다면, 이것은 광범위하게 공유된 규범을 위반
한 것이 되고, 공격자의 소프트파워를 약화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는 규범이 작동하기 위해
서는 어느 정도의 귀속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규범과 금기에 대한 좋은 예는 화
학 및 생물학 무기의 사용 금지이다. 독극물 사용 금지에 대한 논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진전되었고, 1925년 제네바 의정서는 화학 무기 및 생물학 무기 사용을 금지했다. 1970년
대의 두 조약은 그런 무기의 생산과 비축을 금지했다. 물론 이러한 금지 조약이 특정 국가가 
그것을 계속 소유하고 비 리에 개발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하지만 화학 무기를 사용한 
사담 후세인이나 바샤르 알아사드에게 보여주었던 국제적 대응(2003년 이라크의 침공과 
2014년 시리아 화학 무기의 국제적 폐기)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비용과 이익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173개국이 생물학전 협정을 비준한 가운데, 생물학적 무기를 개발하
고자 하는 국가들은 비 리에 불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고, 만약 그들의 행위의 증거가 누
설된다면 광범위한 국제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규범적 금기는 사이버 공격의 몇몇 측면의 억제에 관련될 수 있다. 사이버 영역에서 무기
인 컴퓨터 프로그램과 비무기 프로그램의 차이는 한 줄의 코드로 평가가 바뀔 수 있으며, 
동일 프로그램도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합법적이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특정 프로그램의 설계, 소유, 또는 심지어 스파이 용도의 프로그램 주입도 비난하기 어려울 
수 있다.24) 사이버 무기 비축량에 대한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설령 그것이 보장된다고 

23) Nye, Joseph S.(2016/17), p. 60.

24) Valeriano, Brandon and Manness, Ryan C. Cyber War versus Cyber Reality: Cyber Conflict in the 
International Syste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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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비축량은 빠르게 재창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이버 군비 통제는 냉전 기간 개발된 
핵 군비 통제와 같을 수 없다. 사이버 세계에서는 무기 종류가 아닌 특정 유형의 표적에 대
한 금기를 개발하는 생산적인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군비 통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국
제적으로 인정된 무력충돌법(Law of Armed Conflict, LOAC)은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을 금지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를 적용한다면, 사이버 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은 아니지만, 평화 시에 민간 시설에 사이버 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은 될 수 
있다.25) 사이버와 관련된 국제적 규범을 만드는 것은 더 많은 국가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
겠지만, 규범의 다자화는 나쁜 행동에 대한 평판 비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사이버 억
제력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것이 각국의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국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사이버 공간의 억제가 
필요하다는 국제적 대중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 나갈 것이며, 그러한 대중의 목소리는 억제
의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보복, 거부, 그리고 규범과 금기라는 억제의 방법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각각의 수단으로서 완벽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처벌이라는 보복 위협은 공격자의 
신원이 불확실한 사이버 영역에서 효과가 떨어지고, 거부적 억제는 고도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해 취약하며, 규범과 금기에 의한 억제는 비국가행위자들에게 적절한 효과를 발휘하기 어
려울 수 있다. 하지만 세 가지 방법이 모두 사이버 영역에서 유해 행위의 가능성을 감소시키
는 만류의 수단이 될 수는 있다. 억제라는 기본 개념이 특정 행동의 비용과 이익에 대한 행
위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출발했다고 본다면, 이 세 가지 방법은 그러한 작용
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보완적이다.

25) 특정 민간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담론이 2015년에 시작되어 20개국 지도자들의 
승인을 받아 유엔 총회에 회부된 적이 있다. United Nations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A/70/174 (New York: United Nations, July 22, 2015), 
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A/70/174 (검색일: 2022. 5. 10).



사이버 억제에 관한 연구 ❚199

Ⅳ. 사이버 분쟁과 확전사다리

1993년 랜드연구소의 존 아퀼라(John Aquilla)와 데이비드 론펠트(David Ronfeldt)는 
“사이버전은 정보원칙에 따라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과 수행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고, 
적을 알기 위해서 의존하는 정보와 정보체계를 와해시키는 것”이라 언급했다.26) 사이버전에 
관한 초기 연구는 물리적 공간에서의 분쟁이나 전쟁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군사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이버전은 군사작전 중심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였다. 해킹이나 개인정보탈취 등으로 대표되는 사이버 공격은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일정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그 대상은 군사시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기업, 정부 기관 등 사회 전 계층에 걸쳐 광범위해졌다. 이에 따라 
사이버전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존 아퀼라와 데이비드 론펠트도 사이버전 연구를 네트워크
와 관련된 테러, 범죄, 과격 사회운동에 관한 연구로 확대했다.27) 미국의 국제안보 연구기관
인 동서양 연구소(East West Institute)에서는 사이버전을 “국가 간 사이버 분쟁이 확대된 
상태로 군사 전역(Military Campaign)의 일부로 사이버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8) 

사이버전이 군사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이버 억제가 사이버 분쟁
의 어느 수준에서 달성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해졌다. 사실 사이버 공격은 개인의 해킹에서부
터 상대국의 전력체계 파괴나 군사정보체계 와해 등의 다양한 목표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나쁜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사이버 분쟁이나 사이버
전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다. 최소한 ‘핵전’, ‘재래전’ 등과 ‘전(warfare)’이라는 접미어가 붙여
진 것들은 일정한 적이 존재하며, 국가 간 또는 단체 간의 긴장 상태와 정부의 행동과 결부
되어있는 분쟁의 확대 상태를 의미한다. 특히, 사이버 공간의 기술적인 특성으로 인해 사이
버전은 지상전, 해전, 공중전, 우주전 등과는 구분되는 특징을 나타낸다.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사이버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재래식 전쟁에서 볼 수 없는 모습
들이 나타난다.

여기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위가 전통적 분쟁의 행위와는 다르다는 전제하에 사이버 

26) Arquilla, John and Ronfeldt, David. “Cyberwar is Coming!.” Comparative Strategy No. 12(Spring 
1993), p. 141.

27) 로렌스 프리드먼. 이경식 옮김. 『전략의 역사』(서울: 비즈니스 북스, 2014), pp. 476-477.

28) Rauscher, Karl Frederick. “Russia-U.S. Bilateral on Cybersecurity: Critical Terminology Foundati
ons.” EastWest.ngo, April 26, 2011, https://www.eastwest.ngo/idea/russia-us-bilateral-cybersecu
rity-critical-terminology-foundations (검색일 2022.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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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의 수준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사이버 억제에 
있어서 어떤 수준의 임계치(레드라인)를 설정하여 최종적인 억제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나디야 코스트윅(Nadiya Kostyuk)은 기존 미 육군의 분쟁 스펙트럼 4단계를 세분화하여 
사이버 상에서 7단계의 확전 사다리 개념을 만들고 이를 사이버 활동과 접목시켰다. 미 육군
의 교범 상에서는 일반적인 분쟁의 단계를 안정된 평화(stable peace)―불안정한 평화
(unstable peace)―반란(insurgency)―일반 전쟁(general war) 4단계로 구분했다.29) 안
정된 평화는 군사적으로 주요한 폭력이 없는 상태이고, 불안정한 평화는 하나 이상의 당사
자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협하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며, 반란은 전복과 무
력 충돌을 통해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운동이며, 일반 전쟁은 교전국이 생존을 
걸고 모든 자원을 투입하여 수행하는 무력 분쟁이다.30) 

나디야 코스트윅은 사이버 분쟁의 단계를 준비(preparation)―경미한 괴롭힘(minor 
harassment)-중대한 괴롭힘(major harassment)-경미한 피해를 주는 공격(minor 
damaging attacks)-중대한 피해를 주는 공격(major damaging attacks)-치명적 공격
(catastrophic attacks)-실존적 공격(existential attack)의 7단계로 세분화했다.31) 그리
고 물리적 활동과 구별해 각각의 확전 사다리에 사이버 활동의 구체적 내용을 연계시켰다. 
사이버 공간은 물리적 공간과 다른 특성들로 인해 경계의 모호함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표 1>은 일반적인 분쟁의 단계와 사이버 분쟁의 단계, 그리고 전통
적 분쟁의 행위와 사이버 분쟁의 행위를 도표로 비교하고 있다.

29) Heada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FM 3-0 Operations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Army, 2008), p. 2-1.

30) Heada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2008), p. 2-2.

31) Kostyuk, Nadiya・Powell, Scott・Skach, Matt. “Determanants of the Cyber Escalation ladder.” 
The Cyber Defense Review Vol. 3, No. 1(Spring 2018), pp. 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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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확전 사다리(Escalation Ladder)

분쟁 단계 확전 사다리 전통적 행위 사이버 행위

안정된 평화

준비 • 훈련

• 시설개발

• 예규 제정

• 사이버 요원 양성

• 계획 수립

• 사이버 방어 활동

경미한 괴롭힘 • 외교적 항의

• 법적 제재

• 스파이 활동

• 사이버선전 활동

• 사이버 권한 확대

• 사이버 스파이

불안정한 평화

중대한 괴롭힘 • 경제 제재 • 사이버 능력 과시

• 제한된 사이버 공격

경미한 피해를 주는 

공격

• 제한된 물리적 공격

 (드론, 습격 등)
• 비중요 데이터 파괴

• 군사시설 교란 (DOS, 군수 방해)

반란
중대한 피해를 주는 

공격

• 제한된 군사작전 • 군사시설 공격

• 군사 또는 민간 기반시설 불능이나 

파괴
• 주요 군사작전

 (침공, 정권 교체)

일반 전쟁

재앙적 공격
• 민간 기반시설 영구적 피해

(중요 데이터･인프라 제어 소프트

웨어･은행 인프라 대량 파괴)
• 핵전쟁

실존적 공격 • 아직 없음

출처: Kostyuk, Nadiya・Powell, Scott・Skach, Matt. “Determanants of the Cyber Escalation ladder.” The 
Cyber Defense Review Vol. 3, No. 1(Spring 2018), p. 129.

<표 1>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쟁의 가장 낮은 단계는 안정된 평화이다. 사이버에서는 준비 
단계와 경미한 괴롭힘 단계로 나누어진다. 준비 단계에서는 공격과 방어의 사이버 능력을 
개발한다. 즉각적인 위협이 없더라도 사이버 부대원의 모집, 훈련 및 조직화는 물론, 임무에 
필요한 재정, 기술, 조직 및 인프라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사이버 능력을 지속적으로 구축 
및 유지한다. 사이버 부대는 비상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경고 없이 나타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 이는 향후 적대적인 행동을 취해 사이버 위협을 격상하는 적에 대비하기 위
함이다. 다음으로 경미한 괴롭힘으로 확대되는 분쟁에서 사이버 활동은 운영 중단이나 인프
라를 손상시키지 않고 적의 시스템의 약점을 이용한다. 이 단계에서 사이버 부대의 임무는 
모든 사전 행동을 통합하고, 스파이 및 사이버 대정보, 인증정보 수집 및 선전 활동이 포함
된다. 인증정보 수집은 더 큰 규모의 사이버 공격을 시작하거나 보호된 시스템에 대한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정보 수집은 허용되는 규범이기 때문에 확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선전은 명시적으로 사이버 공격은 아니지만, 메시지의 확산이나 영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요소를 통합할 수 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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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민주당 국가 위원회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이후 위키리크
스를 통한 이메일 파괴를 포함해 광범위한 선전 활동을 결합했다.32)

안정된 평화에서 불안정한 평화로 나아가는 중대한 괴롭힘 수준의 사이버 활동은 약점을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일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지만, 인프라에 영구적인 손상을 주거나 시스
템을 손상하지는 않는다. 전통적인(비사이버) 측면에서, 제재는 미국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도구이며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러시아의 간섭에 대한 그들의 반응으로 대표된다. 이 단
계에서 동등한 사이버 행위에는 상대방을 저지하기 위한 사이버 능력 과시와 영구적 피해를 
주지 않는 경미한 서비스(DOS) 공격이 포함된다. 웹 사이트 손상과 적에 의한 DDOS는 상
당한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영구적인 손상의 위협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공격만으로
는 확전이 되지 않을 것이다. 

괴롭힘에서 경미한 피해를 주는 공격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를 손상
하거나 복구 가능한 경미한 손상을 입히는 저비용 범위의 공격이 수행된다. 잠재적 목표에
는 네트워크 시스템상의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의 파괴와 선정된 군사 인프라에 대한 괴롭힘
이 포함된다. 2012년 사이버 공격으로 사우디 아람코는 35,000개의 하드 드라이브에 대한 
데이터를 잃었다. 이 회사는 북구 비용에 상당한 재정을 투입해야 했지만, 회사 외부 서비스
는 크게 파괴되지 않았고, 즉각적인 보복행위도 없었다. 군사 인프라에 대한 괴롭힘도 이메
일 통신을 지연하거나 물류를 방해함으로써 일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지만, 전략 미사일이나 
방공시스템과 같은 중요한 군사 인프라에 큰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 물론, 군사 통신을 방해
하는 것은 더 큰 공격의 전주곡으로 간주 될 수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러한 공격이 확
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공격의 목표와 기간에 따라 그 취약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은 확전으로 간주 될 수 있다. 

물리적 공격이 발생하는 경미한 공격에서 중대한 피해를 주는 공격으로 확대되면, 사이버 
공격은 중요한 데이터를 손상하고, 신속하게 복구되지 않고 군사 능력을 저하하는 시스템이
나 기반시설에 피해를 주는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 수준에서 물리적・사이버 공격은 군사 
기반시설에 대한 중요한 군사시설을 불능하게 만들거나 파괴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조기 
경보 시스템은 물론 표적 명령이나 정보 분산을 무력화한다. 이 단계에서는 군사 시설 이외
에도 민간 기반시설까지 피해가 이른다는 점에서 물리적 군사작전의 제한된 침공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낸다. 2003년 이라크 침공 전 미국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이라크 방공망을 무력
화하려던 제안은 결국 수행되지는 않았지만, 군사시설에 대한 무력화 및 파괴의 목적이 내

32) Kostyuk, Nadiya・Powell, Scott・Skach, Matt(2018), pp. 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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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되어 있었다.33) 만약 그러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실행되었다면 그것은 확전되었다고 보
아야 한다. 

중대한 피해를 주는 공격 다음은 재앙적 공격과 실존적 공격이 있다. 재앙적인 사이버 공
격은 민간 기반시설에 영구적 피해를 주는 것이다. 전력 및 전력망과 같은 민간 기반시설의 
영구적인 손상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공격이 될 가능성이 있으
므로 국가 수준에서 엄청난 대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실존적 공격은 핵전쟁과 같이 잠
재적으로 한 국가의 파괴나 사회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공격을 말한다.34) 

이상에서 살펴본 확전 사다리 개념은 사이버갈등의 수준을 일반 재래식 전쟁의 수준에 개
념에 대입하여 구체화한 것으로 미국의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중국과 북한처럼 정보 통
제가 뒷받침하는 사회에서는 사소한 위반이라도 사이버 행동 사다리의 격화로 빠르게 이어
질 수 있다. 체제 보장은 북한과 중국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 반정부 선전을 
선동하는 것은 실존적 위협으로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 확전 사다리는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각국이 사이버 확전 사다리를 만들어 공개한다
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불필
요한 사이버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Ⅴ. 사이버 억제의 성공조건

억제가 성공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 왔다.35) 대
표적으로 저비스(Jevis)는 능력과 신뢰성을 주장했고, 윌리엄스(Williams)는 능력, 의사전
달, 신뢰성을 주장했으며, 조지(George)와 스모크(Smoke)는 의지라는 요소를 추가하여 능
력, 의지, 의사전달을 주장했다. 여기서는 의지라는 조건은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간주하
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능력(capability), 의사전달(communication), 신뢰성
(credibility) 측면에서 사이버 억제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각각의 성공조건에 대해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는데, 이는 한국의 사이버 억제 

33) Clarke, Richard Alan and Knake, Robert K.(2010), pp. 9-11.

34) Kostyuk, Nadiya・Powell, Scott・Skach, Matt(2018), p. 130.

35) Jevis R. “What do we want to deter and how do we deter it?.” Turning Point : The Gulf War and 
US Military Strategy, 1994, p. 127; Williams, Phil. “Nuclear Deterrence.” John Baylis et al.. 
Contemporary Strategy: Theories and Concepts (New York: Holmes & Meier, 1987), pp. 117-121; 
George, Alexander L. and Smoke, Richard. Deterrence in American Foreign Policy :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4),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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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조건을 발전시키는 데 일정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능력이다. 능력은 손익계산이 필요하지만, 상대에게 압력이나 해를 가할 수 있는 억

제자의 역량을 의미한다. 억제의 기본 개념은 피억제자의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제자는 피억제자가 수용할 수 없는 대가를 강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
다. 핵 억제는 핵무기와 그 투발 수단 자체가 강력한 능력이며, 재래식 억제는 군사력 행동
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과 제도, 군사조직 및 전략, 그리고 군사력이 투사되는 무기체계가 
능력이 될 수 있다.36) 사이버 능력은 무기의 숫자로 평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사이버 
공간에서 무기체계의 수준은 물리적 숫자보다는 기술적 발전이나 그 차별성을 통해 누가 우
위를 점하고 있는지 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이버와 관련한 법・제도・조직, 그리고 국가전
략서 등의 지침을 통한 행동의 근거와 체계적인 시스템 기반 구축은 사이버 능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사이버 관련 전문 인적자원도 중요한 역량 요소가 된다. 사이버 인적자원
의 규모와 교육훈련, 인적자원 프로그램 등 관련 제도와 시스템은 사이버 인력의 역량을 가
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미국은 사이버 안보 조직, 사이버 인력, 그리고 사이버 관련 무기체계 분야에서 관련 역량
을 지속해서 증강해 왔다. 조직 면에서, 2015년 2월에 국가정보국 예하 사이버 위협 정보 
통합센터(Cyber Threat Intelligence Integration Center)를 신설해 사이버 공격 관련 정
보를 취합・분석하여 유관 기관에 정보를 제공토록 했으며,37) 2018년 5월에는 사이버사령
부를 통합전투사령부로 격상시켰다. 사이버 인적자원들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소속 정보기관
인 국가안보국에는 수학자 1,000명 이상, 박사급 900명, 컴퓨터과학자 4,000명 이상의 사
이버 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고,38) 사이버사령부에는 133개의 사이버 임무 부대에 6,200
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9) 또한, 미국이 2012년부터 비 리에 개발 중
인 사이버 무기체계 ‘Plan X’ 프로젝트에는 딥러닝 개념을 탑재했을 뿐만 아니라 군과 민간 
두 부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했다.40) 더 최근에는 인공지능 등의 최신 기술까지 

36) 국방대학교. 『안보관계용어집』(서울: 국방대학교, 2010), pp. 561-562.

37) “OMB reaffirms cyber oversight role.” Federal News Network, February 12, 2015, https://federaln
ewsnetwork.com/technology-main/2015/02/omb-reaffirms-cyber-oversight-role/ (검색일 2022. 
5. 10).

38) “Cyber 7: the Seven Key Questions Driving the Cybersecurity Agenda.” October 8, 2013, 
https://www.politico.com/events/2013/10/cyber7-the-seven-key-questions-driving-the-cyberse
curity-agenda-173157?slide=0 (검색일: 2022. 5. 10).

39)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DOD Training: U.S. Cyber Command and Servic
es Should Take Actions to Maintain a Trained Cyber Mission Force, United States Government Ac
countability Office, March, 2019, p. 6, https://www.gao.gov/assets/gao-19-362.pdf (검색일: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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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무기체계에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사이버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인공지능과 딥러
닝 등 최신 기술의 융합을 통해 사이버 능력을 지속해서 격상시켜 나가고 있다. 

다음은 의사전달이다. 의사전달이란 억제하려는 상대에게 어떠한 범주의 행위를 해서 안 
되고 만일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상대에게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다. 효과적인 의도 전달을 위해 억제국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직접 현시하는 것
이 중요하다.41) 핵이나 재래식 억제력을 보여주려는 국가들은 군사실험이나 군사연습･훈련, 
무기체계를 활용한 무력시위, 국군의 날 또는 건군 기념일 대규모 열병식 등을 통해 상대방
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자국의 능력을 과시한다. 이외에도 공식적인 성명 발표, 지
도자의 개인 서신 전달, 양자･다자 회담, TV나 신문 등 각종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선전 
활동 등 다양한 통로와 방법을 활용하여 자국의 의사를 최대한 분명하게 전달 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이라는 가상공간에서 군사력을 현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전자 및 정보 신호로 이루어진 사이버 공간에서 다수의 전기신호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자국의 사이버 능력에 대한 의사전달의 효과를 가질지에 의문이 들기 때문이
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는 전력의 현시보다 사이버 능력의 투사 의지를 나타내는 성명 
발표나 회담, 매체 등의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한 의사전달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현재 미―중 간의 사이버갈등은 군사기술의 해킹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 등의 민간분
야까지 확대되었지만, 중국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이버 보복을 천명하는 등의 
강력한 의지 전달 행위는 없었다. 하지만 미국은 미―중 간의 의사소통 창구를 통해 중국의 
사이버 행위들을 경고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5년 미・중 전
략경제대화에서 미국은 중국 측에게 자국 내 기업 기  및 정부 정보의 사이버 도난이 양국 
간 긴장의 주요 원인임을 언급하면서 중국 정부가 관여되어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표시함과 동시에,42) 상응하는 조치를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표명했다.43) 이후 미
―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사이버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인 논의를 이어갔고, 양국은 사이버
갈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이버협정을 발표했다. 

40) Cole, Morgan. “Army turns to Plan X to defend against cyber threats.” Defense Systems, September 
20, 2017, https://defensesystems.com/2017/09/army-turns-to-plan-x-to-defend-against-cyber-t
hreats/191947/ (검색일: 2022. 5. 11).

41) Schelling, Thomas C. Arms and Influenc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2008), p. 31.

42)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The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S&E
D): Economic Outcomes and Issues.” July 14, 2015, p. 2,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
/pdf/IF/IF10257/3?msclkid=5cb7a966d05c11ecac67f6e47a746a38 (검색일: 2022. 5. 10).

43) Rollins, John W. “U.S.–China Cyber Agreement.” CRS INSIGHT, October 16, 2015, https://sgp.fas.
org/crs/row/IN10376.pdf?msclkid=c1442597d05c11ec9371bfde4b8c6484 (검색일: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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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5 미―중 사이버협정 전문

∙미국과 중국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정보 요청과 지원 요청에 적시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또한, 양측은 사이버 범죄를 조사하고, 전자 증거를 수집하고, 자국 영토에서 발생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을 완화하기 위한 요청에 대해 각자의 국내법 및 관련 국제 의무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양측은 또한 해당 조사의 상태와 결과에 대한 업데이트를 다른 쪽에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

∙미국과 중국은 어느 나라 정부도 기업이나 상업 부문에 경쟁적 이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업 비밀이나 

기타 기밀 사업 정보를 포함한 지적 재산의 사이버 가능 도난을 수행하거나 고의로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양측은 국제 사회 내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 행동의 적절한 규범을 추가로 식별하고 홍보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데 전념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행동 규범과 다른 국제 안보의 중요한 문

제들을 다룬, 국제 안보의 맥락에서 정보 통신 분야의 유엔 전문가 그룹의 2015년 7월 보고서를 환영한다. 

양측은 또한 이 주제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해 고위 전문가 그룹을 만들기로 합의한다.

∙미국과 중국은 사이버 범죄와 관련 문제에 대한 고위급 공동 대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다. 중국은 장관

급 인사를 수석으로 지정하고 공안부･국가안전처･법무부･국가인터넷정보국 등이 대화에 참여할 것이다. 미

국 국토안보부 장관과 법무장관이 공동대표를 맡고 연방수사국(FBI)과 미 정보공동체(IBM) 등 기관 대표들

이 미국을 위해 참여한다. 이 메커니즘은 어느 한쪽이 파악한 우려 사항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과 관련하여 

정보 및 지원 요청에 대한 응답의 적시성과 질을 검토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이 메커니즘의 일부로서, 양측은 

그러한 요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핫라인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이 대화의 첫 번째 회의가 2015년 말까지 개최될 것이고, 그 이후 매년 두 번 개최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출처: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FACT SHEET: President Xi Jinping’s State Visit to t

he United States.” September 25, 2015,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

15/09/25/fact-sheet-president-xi-jinpings-state-visit-united-states (검색일 : 2022. 5. 11).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 협정 내용은 ① 악의적인 목적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정보 및 지원 
요청에 상호 협조, ② 지적 재산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실시하거나 고의적인 지원 금지, ③ 
국제사회 내의 사이버 공간에서 적절한 행동 규범 식별 및 촉진 노력(수석 전문가 그룹 구
성), ④ 사이버 관련 문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공동 대화 메커니즘 구축(연 2회 정기적인 
회의 개최)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사이버협정은 기본적인 상호 협조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해 정부의 지원 금지를 중국이 처음으로 수용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중국에 명확한 의사전달을 함으로써 사이버 억제
에 있어서 일정 정도 효과를 달성한 사례였다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신뢰성이다. 신뢰성이란 피억제자가 특정 행위를 했을 때 피억제자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억제자의 위협에 대한 믿음이다. 상대 국가가 강력한 군사력에 대한 보복이
나 거부적 의지에 대해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을 때 억제의 성공 가능성은 높아진다.44) 핵 

44) 최병갑. 『현대 군사전략 대강 Ⅱ:전략의 재원리』(서울: 을지서적, 1988),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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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와 재래식 억제에서 신뢰도는 경험적 사실에 의해서 축적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부터 
억제국의 정책적 일관성이 존재하고, 정책적 선언과 행위가 일치할 경우 상대국의 억제국에 
대한 신뢰도는 상승하고, 상대의 의지에 대해 믿음을 갖게 된다. 또한, 억제국의 과거 군사대
응으로부터 얻은 상대국의 학습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45) 사이버 공간에서 신뢰성 또한 
핵 억제 및 재래식 억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신뢰성 자체가 믿음이라는 무형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억제 개념과 유사한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억제
국의 정책적 일관성 및 과거 사이버 공격이나 대응 태도를 통해 상대국은 학습할 수 있으며, 
사이버 억제와 관련된 선언과 실제 행위의 일치 수준은 억제국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중국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 미국이 어떠한 수단을 활용해 대응했는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 그러나 미국 방산업체 직원, 중국과 미국의 언론 매체, 정치권에서의 모습 등 다
양한 경로를 통해 미국의 대중 사이버 대응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면, 
2013년 미국 방산업체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사건은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46) 신뢰성은 경험적 사실이 중요하지만, 정
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은 그동안 행정부가 여러 차례 바뀌었지
만, 사이버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2010 QDR’에서 사이버 공간을 제5의 전장으로 명시하고 사이버 위협을 지속 경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으며,47)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 889조에는 중국이 소유･통제하거나 그렇다고 추정되는 기업의 통신장비 및 서비스를 미
국 행정기관이 조달 또는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48) 미국의 대중 사이버 대응은 중국
의 적극적인 행위에 비교해 소극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중국 당국이 인식하는 
대미 사이버 억제의 신뢰도는 외부의 시각보다 높을 수 있다. 미국 내 다수의 군사기 과 
민간 시설에 대한 정보들이 중국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략 미사일이나 항공방어 
시스템의 불능 등 미국의 군사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파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는 사이
버 공격과 관련된 미국의 보복 의지에 대해 중국이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5) 김현기. 『억제전략의 이론과 실제』(서울: 국방대학교, 1993), pp. 19-20.

46) 김상배 엮음. 『사이버안보의 국제정치학적 지평』(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p. 248.

47) Daggett, Stephen. Quadrennial Defense Review 2010: Overview and Implication for National 
security Planning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0. 5. 17), p. 31.

48) “中 통신장비 정조준 美 국방수권법, 韓 5G 장비 수출 기대.” 『시큐리티 월드』(2018. 8. 20), https://www.b
oannews.com/media/view.asp?idx=72313 (검색일 : 2022.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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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사이버 공간에서는 귀속 문제와 공격자 우위의 특성 때문에 대체로 억제전략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 글은 그러한 사고가 냉전 시대 핵 수단에 의한 대량보복의 위협
과 같은 억제의 냉전 이미지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는 전제하에, 사이버 공간에서 억제의 가
능성과 그 방법론을 제시하려고 했다. 이하에서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결론을 대신하고
자 한다.

억제 이론은 미―소 냉전 시기에 발전했다. 당시 미국은 핵무기의 가공할만한 파괴력 때문
에 완전한 억제를 추구했으며, 냉전 기간에 그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
만 물리적 공간과 다른 특성이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핵억제처럼 완전한 억제가 불가능하
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네트워크와 정보신호로 이루어진 가상공간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귀
속문제’와 ‘공격우위’는 보복의 현시와 전수방어를 어렵게 만든다. 사이버 공격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어렵고 그 비용도 많이 들지만, 사이버 억제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부의 능력과 기술력은 커져가고 있고, 많은 비국가 민간 기업들이 귀속 시장을 
만들고 있어서 국가가 민감한 출처를 공개해서 감당해야 하는 위험과 비용을 줄여 주고 있
다. 귀속은 시간과 정도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공격자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불확실하고, 어떤 자산이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보복・거부・규범과 금기라는 억제의 방법은 
사이버 공간에서 각각의 수단으로서 완벽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세 가지 방법이 모두 
사이버 영역에서 유해 행위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만류의 수단이 될 수는 있다. 억제라는 
기본 개념이 특정 행동의 비용과 이익에 대한 행위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출
발했다고 본다면, 이 세 가지 방법은 그러한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보완적이다.

사이버전이 군사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이버 억제가 사이버 분쟁
의 어느 수준에서 달성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해졌다. 사실 사이버 공격은 개인의 해킹에서부
터 상대국의 전력체계 파괴나 군사정보체계 와해 등의 다양한 목표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나디야 코스트윅 등은 사이버갈등의 수준을 일반 재래식 전쟁의 수준에 개념에 대입하여 확
전 사다리 개념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사이버 확전 사다리 개념은 완전한 억제를 추구했
던 핵 억제와는 달리 오히려 재래식 분쟁에서의 억제와 유사해 보인다. 사이버 안보에 대한 
각국의 인식이 다를 수 있지만, 상대방의 사이버 확전 사다리를 예측해 보거나 각국이 사이
버 확전 사다리를 만들어 공개한다면, 이것은 사이버 억제를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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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고전적 억제의 주요 성공조건에는 능력, 의사전달, 신뢰성 등이 있다. 이러한 성공조건들

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충분히 적용가능하다. 다만 사이버 영역의 특성상, 사이버 능력은 무
기의 숫자가 아닌 기술적 발전의 우위로 평가되어야 하고, 사이버와 관련한 법・제도・조
직, 인적자원 등이 사이버 능력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의사 전달 면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군사력을 현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성명 발표나 회담, 매체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신
뢰성 면에서는 신뢰성 자체가 믿음이라는 무형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
통적 억제 개념과 유사한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다. 

미―중 간의 사이버갈등 고조의 와중에도 중대한 피해를 주는 공격이나 재앙적 공격으로 
확대되지 않았다. 이는 앞서 검토한 것처럼 사이버 억제를 구현하려는 미국의 대중 억제력
이 일정 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이버 억제 조건을 달성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한국에 주는 함의는, 사이버와 관련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 외에도 법・제
도・조직 등을 보완하고, 사이버 인력을 대폭 충원하며, 사이버 정책의 일관성을 갖도록 해
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의 사이버 능력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미국 등 우방국과의 
사이버 안보협력 강화를 통한 사이버 확장억제력의 제공은 한국의 사이버 억제력 강화에 크
게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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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 국가가 군사력을 비롯한 국가의 가용한 모든 자
원을 총동원하며 싸우는 장기간의 전면전(a full-fledged war)에서 사이버전(cyber 
warfare)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비중의 역할을 차지하며 전세에 영향을 끼치는지 
관찰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역사상 첫 번째의 사례이다. 러시아는 과거 조지아에 대규모의 
지상군을 투입하는 동시에 대규모의 사이버전을 수행한 바 있었으나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은 단 5일 간 진행된 단기간의 전쟁이었다. 현재 개전 이후 7개월이 경과하고 있는 러시
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사이버전은 단기 전쟁에서의 사이버전과 차별되는 새로운 현상을 관
찰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다. 

인류 역사에서 사이버 공간(cyber space)이 등장한 이후 발생한 그동안의 모든 사이버전
은 저강도(low intensity)의 군사적 충돌이나 국지전 혹은 짧은 기간의 전쟁에 동반된 사이
버 공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현대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행위자가 구사한 위협은 
물리적 공격을 동반하지 않은 사이버 테러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긴 기간의 국가 
간 총력전(all-out war)이자 전면전에서의 사이버전은 이번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
쟁 전에는 ‘가설적(hypothetical)’인 차원에서만 논의되었다. 즉 이번 전쟁의 사이버전은 그
동안 ‘이론적인(theoretical)’ 수준에서 논의된 상상의 대상이 실제로 전개된 첫 실례이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는 사이버전에 기존의 전쟁규범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 국가
의 사이버 공격행위에 대한 다양한 규범적 논의를 진행해왔다. 나토사이버방위센터(NATO 
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re of Excellence, CCDCOE)는 2013년 탈린매뉴얼
(Talin Manuel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Warfare)을 처음 발간
한 이후에도 사이버 공간의 규범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후속 작업에 지속적으로 담아왔
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논의는 ‘전면전에서의 사이버전’ 사례 자체가 부재한 상태에서의 문
제제기였다. 그러므로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과연 그동안 국제사회가 논의하고 합
의한 최소한의 규범이 전면전에서 준수되는지의 여부를 시험할 수 있는 실제 사례이다.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이버전이 사이버 공간뿐 아니라 육·해·공 및 우주에서
의 물리적 군사활동과 밀접하게 연계되고, 더 나아가 인지공간(cognitive domain)에 영향
을 끼치는 비가시적인 사이버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에도 연결되는 등 현대전에
서 복합적이고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이번 전쟁에서 
사이버전은 물리적 군사적 공격이 본격화되기 전 전초전으로서 수행되거나 본격적인 군사공
격과 긴밀하게 합동작전을 펼치며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수행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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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이번 전쟁의 사이버전은 익명의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s)가 대거 가세하는 
노골적인 확전 양상을 보여주었다. 즉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지원하는 우방국과 연계된 해
커 조직, 자발적으로 조직된 해커들과 IT 기업 등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가 대거 사이버전에 
직간접적으로 가세했다.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된 이번 전쟁의 사이버전은 두 국가 간의 공
격과 방어 차원에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행위자가 개입되었다. 즉 이번 전쟁을 계
기로 사이버 공간은 모든 수준에서의 사이버 행위자를 보다 본격적으로 군사적 차원에서 활
성화시켰고, 그만큼 사이버 공간은 더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전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사이버전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제기된 질문
은 러시아의 사이버 전력과 하이브리드 위협(hybrid threats) 전술이 기존에 알려져 있던 
러시아의 역량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으로 발휘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행위자가 가세한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사이버전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사이버 공간 사용, 국가 데이터 보호, 정보전(Information Warfare, IW)과 심리전 협력 
및 러시아에 대한 사이버 반격 등 전 방위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번 사이버전은 전쟁 당
사국인 두 국가의 전력 대결로서만 평가할 수 없다. 또한, 그동안 러시아가 전개해온 사이버 
전술에 대한 서방과 우크라이나의 대비태세는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크림반
도 합병 이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다층적으로 구축되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현대 전면전에서 사이버전이 갖는 성격과 역할을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를 통해 논한다. 이 글의 II장은 사이버전에 대한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가 그동안 부재해온 이유와 아울러 사이버전의 수행 주체, 목적 및 공격수단 등 사이버
전의 개념을 설명한다. III장과 IV장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사이버전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III장은 이번 전쟁의 사이버전이 어떤 방식으로 전초전과 전력승수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전술적 영향력을 살펴본다. IV장은 이번 전쟁의 사이버전이 행위자 차원과 기술
적 차원에서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되었음을 고찰한다. 즉 사이버전의 수행 주체가 전
쟁 당사국과 정부 주체에 한정되지 않고 어떻게 확전 양상을 보여주었는지, 그리고 사이버
전 수행을 위한 조건인 기술 인프라 즉 디지털 플랫폼의 기능과 영향력을 살펴본다. 마지막
으로 V장 결론에서는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사이버전이 앞으로 세계안보에 어떤 
함의를 주는지 간략하게 짚어보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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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이버전의 개념

일반적으로 ‘사이버전(cyber warfare)’은  국가(a nation-state) 혹은 국가 배후의  조직
이나 세력이 컴퓨터 바이러스나 디도스공격(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D-Dos)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국가의 컴퓨터 네트워크나 정보 네트워크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공격을 
의미한다.  국가의 핵심 시스템을 교란시키거나 파괴하여 국가를 약화시키려는 군사활동인 
‘사이버전’은 명백하게 ‘국가’를 공격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대개 사이버 범죄의 성격을 갖는 
일반적인 사이버 공격과 구분된다. 사이버전은 국가 간 사이버 공격의 기술(techniques), 
전술(tactics), 절차(procedures)를 강조하는 개념인 반면 유사한 개념인 ‘사이버 전쟁
(cyber war)’은 사이버 공격의 규모와 지속성 측면에서 인명살상과 같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의 실제 폭력을 동반하거나 촉발하는, 보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국가 간 전쟁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1)

모든 사이버 공격(cyber attacks)을 사이버전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것은 사이버 공격의 대
다수는 사이버 범죄이기 때문이다. 즉 사이버 공격이 사이버전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공격
주체의 ‘의도(intention)’와 공격의 ‘규모(magnitude)’가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위태롭
게 만드는 효과에 이르는 수준이어야 한다. 또한 사이버전의 공격 주체는 타격의 목표로 삼
는 국가를 ‘약화시키고(weaken), 분열시키거나(disrupt) 혹은 파괴시키는(destroy)’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전쟁과 같이 사이버전도 군 시설, 금융망, 산업기관, 
에너지, 댐, 전기, 전산망, 대중교통수단과 같은 주요 기반시설이나 에너지 인프라, 교통신호
와 같은 안전시설 등 국가의 주요기관을 파괴시켜 해당국가가 전쟁 자원을 동원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2) 요컨대 사이버전에서는 국가의 핵심 인프라에 대한 다양
한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진다. 

사이버전의 사이버 공격에는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Ransomware) 및 와이퍼(Wipers) 
공격, 피싱(Phishing)이나 멀웨어(Malware) 같은 스파이웨어(spyware) 등의 수단이 이용
되고, 사이버 정보전(information warfare)과 심리전 및 첩보활동(espionage)과 같은 사
이버 공간을 이용한 정보활동도 사이버전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디도스 공격은 일종의 사이

1) Green, James A. Cyber Warfare : A Multidisciplinary Analysis(New York, NY: Routledge, 2015); 
Lucas, George. Ethics and Cyber Warfare: The Quest for Responsible Security in the Age of Digital 
Warfare(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 6.

2) Checkpoint, “What is Cyberwarfare?” https://www.checkpoint.com/cyber-hub/cyber-security/what
-is-cyberwarfare(검색일: 20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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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사보타주(sabotage)로서 정부기관이나 군 기관 등 국가의 주요한 특정 웹사이트에 압도
적인 대량의 트래픽을 유입시켜 대상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이 불
가능하게 만드는 수단이다. 랜섬웨어와 와이퍼공격은 특정 중요 정보가 담긴 파일을 암호화
시키거나 삭제하여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의 공격 수단이고, 피싱이나 스파이웨어
와 같은 멀웨어는 기기를 감염시켜 특정 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이다. 

정보전은 전쟁의 공격과 방어작전을 펼치는 데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활동을 통해 정보의 
우위를 차지하고 궁극적으로 적의 의사결정을 지연, 방해하거나 좌절시키는 군사활동이다. 
자국의 정보공간과 의사결정은 보호하고 적국의 정보시스템은 교란하거나 파괴하여 적국의 
지휘통제와 통신 시스템 및 의사결정 과정을 공격하는 정보전은 작전 수행에 있어서 자원투입 
대비 효과가 큰 비대칭 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오늘날 압도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통해 수행되는 
정보전은 적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공격, 방어, 착취하는 활동과 전자전(Electronic Warfare, 
EW) 및 심리전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14). 

오늘날 심리전은 대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플랫폼(social media platforms)에서 허위
조작정보를 유포하는 활동(disinformation campaign) 을 통해 전개된다.  심리전은 공격
의 대상이 되는 사회의 여론을 왜곡하고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political legitimacy)을 훼
손하며 사회를 분열시키거나 적국의 전투의지나 사기를 저하시켜 적국의 방어력을 약화시키
는 전복적인(subversive) 성격의 공격 방식이다. 최근의 사이버 심리전은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알고리즘인 소셜봇(social bots)의 내러티브(narrative) 구사 
기술이나 대량의 정보를 확산시키는 알고리즘인 봇부대(bot army)를 빈번하게 이용하므로 
‘디지털 프로파간다(digital propaganda)’ 혹은 ‘로보트롤링(robo-trolling)’으로 불리기도 
한다. 정보전의 하위 개념인 심리전은 심리작전(Psychological Operations, PSYOP)을 통
해 수행되고 정보작전(Information Operations, IO)과 통합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3) 

사이버 공간의 출현 이후 국가나 기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사이버 공격이 있어왔
고,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러한 일들이 국가 안보와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전에 대한 
온전히 합의된 정의(definition)는 아직도 부재하다. 사이버전에 대한 완전히 통일된 개념적 
정의가 부재한 것은 산발적으로 혹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이 어느 정
도의 규모와 수준에 이를 때 이것을 사이버전으로 일컬을 수 있느냐에 대한 합의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익명성을 띤 사이버전 수행 주체의 공격 목적이 국가에 위해를 가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는 사이버 위협을 얼마

3) 송태은. “디지털 시대 하이브리드 위협 수단으로서의 사이버 심리전의 목표와 전술,”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9집 
1호(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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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각하게 인식하는지, 즉 특정 사이버 위협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전
쟁으로 일컬을만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이견과 논쟁이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다양한 행위자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는 사이버 공격의 위협 수준은 새
로운 사이버 공격기술의 출현과 함께 지속적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사이버전에 대한 개념적 
논의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인공지능이나 양자컴퓨팅과 같은 새로운 첨단기술을 사용한 
사이버 공격과 방어의 수단이 계속 출현하고 있고, 그만큼 사이버전의 공격력도 더 강력해
지고 있으므로 파괴력의 크기나 범위 차원에서도 사이버전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일은 간단
하지 않다. 특히 사이버 공격을 취하는 어떤 행위자를 사이버전의 수행 주체로 인정할 것인
지도 사이버전에 대한 개념 정의가 불완전한 원인이 된다. 전통적인 전쟁과 같이 국가만을 
사이버전의 주체로 인정할 것인지는 어떤 행위자를 국제법을 적용하여 전쟁 행위에 대한 책
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할 것인지와 연결되는데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다.4) 더군다나 사이버전은 국가가 배후에 있어도 국가가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해커조직
이나 범죄집단 등 비국가 행위자가 대리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사이버 범죄
(cyber crime)와의 경계도 모호하다. 

더불어, 사이버 공격이 무엇을 타격의 대상으로 삼는지도 사이버전으로 일컬어질 수 요건
을 충족하는지의 판단 기준이 된다. 국가의 핵심 기반시설이나 기관을 공격 목표로 하는지, 
혹은 국가의 민감한 핵심 정보나 여론에 파괴적인 위해를 가하는지도 사이버전  개념 정의
를 위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5) 하지만 국가를 대상으로 한 공격으로 관찰되어도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군다나 최근 사이버전은 대개 전통적인 군사
수단과 비전통적인 군사수단이 복합적으로 구사되는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므로 공격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에 더
하여, 현대의 사이버 안보 문제는 전통 안보와 완전히 구별되기보다 국가 간 지정학적 갈등
과 밀접하게 연결되므로 사이버전을 완전히 별도의 전쟁 유형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도 여전
히 논쟁적인 이슈이다.6)

게다가 최근 사이버전은 사이버 심리전을 빈번하게 동반하면서 공격의 대상이 국가의 정

4) Nye, Joseph S. ‘Nuclear Lessons for Cyber Security?’ Strategic Studies Quarterly Vol. 5, No. 4 
(2011), pp. 18–38; Schmitt, Michael N. (ed.), Tallinn Manual 2.0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Operations (Cambridge, United Kingdom ; New York, NY, US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5) Ashraf, Cameran. “Defining cyberwar: towards a definitional framework.” Defense & Security 
Analysis, Vol.37, No. 3(2021), pp. 274-294.

6) 김상배. 『미중 디지털 패권경쟁: 기술안보권력의 복합지정학』(서울: 한울아카데미), pp.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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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군 뿐 아니라 대중 여론으로도 확대되고 있고, 이러한 심리전은 전시(wartime)가 아닌 
평시(peacetime)에도 수행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교란하는 
것을 사이버전으로 간주할 것인지도 논쟁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사이버전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사이버 현상을 포괄적으로 다뤄야 하는 일이므로 사이버전을 명확하게 규정하
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서방의 경우 사이버 공격의 위협에 대해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 집단 방위 차원에서 군사
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2016년 나토가 사이버 공간을 공동의 군사작전이 수행되는 
공간으로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크림반도를 합
병하는 과정에서 사이버 공격과 사이버 심리전을 중심으로 한 하이브리드 전술을 구사하고, 
이후 2016년 미국 대선과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 이후 서방의 선거철마다 러시
아와 이란 등이 사이버 심리전을 통해 선거 여론을 지속적으로 왜곡한 일은 사이버 위협에 
대해 서방이 군사적으로 대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로 작동했다. 특히 서방은 국가의 핵심 
인프라와 네트워크뿐 아니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외부로부터의 사이버 심리전 공격
을 서방의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위협으로 간주하고 군사적 차
원에서 대응할 사안으로 판단했다.7)

러시아가 구사해 온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나토 차원에서 이러한 변화가 있
은 지 6년 만에 일어난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상 최초의 전면전이자 총력전에
서 사이버전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군사적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어떤 강점과 약점을 노
출하는지 보여준 역사상 첫 번째 사례로서의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전쟁은 2014년 러시아
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發 사이버 위협에 대한 다양한 대응체제를 구축해 온 서방
의 대비와 동유럽에 대한 지원이 이번 전쟁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7) 송태은,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최근 유럽의 대응”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0-31, 국립외교원 외교안
보연구소(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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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대 전면전에서 사이버전의 전술적 역할

1. 전쟁개시 성격의 전초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이버전은 전
쟁 초반의 전세를 자국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전초전의 역할을 했다. 전면전으로 진행
된 이번 전쟁에서 사이버전은 적국의 주요 인프라와 핵심 네트워크에 타격을 줌으로써 적국 
정부와 대중을 충격과 혼란에 빠뜨리고 적국의 신속한 군사적 대응을 지체시켜 자국의 전세
를 신속하게 진전시키려는 목적으로 가장 먼저, 물리적 공격에 앞서서 수행되었다. 

러시아는 2008년 조지아(Georgia)에 대한 군사공격과 2014년 우크라이나 침공 시 이와 
같이 사이버전을 개전 전에 수행하여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정부 시스템과 미디어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공포심을 극대화하여 시민의 저항을 좌절시키는 심리전 효과도 거둔 바 
있다. 2008년 서방의 지원을 받지 못한 조지아는 러시아에 개전 5일 만에 항복했고 2014년 
러시아는 대규모의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개전 20일 만에 크림반도를 쉽게 합병할 수 
있었다.8) 요컨대 단기 전쟁에서도 사이버전은 효과적인 전초전의 기능을 수행했고 이후 전
세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해  공식적으로 선전 포고하기 전 이미 몇 
달에 걸쳐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양한 사이버 공격을 수행했고 2022년 1월 14일 대규모 해
킹으로 우크라이나의 외교부, 에너지부, 재무부 및 위기대응 관련 부처 등 70여개에 달하는 
홈페이지를 마비시키며 “너희들의 개인 정보는 모두 인터넷에 유출됐다. 컴퓨터의 모든 데
이터는 파괴되었고 복구될 수 없다. 두려워하라, 그리고 최악을 기대하라”라고 러시아어, 우
크라이나어, 폴란드어로 적힌 문구를 해킹된 웹페이지에 띄웠다.9) 

또한 러시아는 1월 15일 우크라이나 정부 웹사이트에 ‘위스퍼게이트(Whispergate)’로 불
리는 멀웨어 공격을, 2월 15일과 16일에는 우크라이나 국방부, 국무부, 문화정보부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Policy) 웹사이트 및 프리밧은행(Privatbank)과 
우크라이나저축은행(State Savings Bank of Ukraine/Oschadbank)의 뱅킹시스템에 디
도스 공격을 수행했다. 전쟁 개시 하루 전인 2월 23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헐메틱와이
퍼(HermeticWiper)’로 불리는 멀웨어 공격을 감행했다.10) 

8) 박동휘, 『사이버전의 모든 것』(서울: 플래닛미디어, 2022), pp.97-103.

9) Polityuk, Pavel and Steve Holland, “Cyberattack hits Ukraine as U.S. warns Russia could be 
prepping for war.” Reuters (January 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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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 공격에 대해 2월 18일 앤 뉴버거(Anne Neuberger) 美 사이버신기술 담당 국
가안보 부보좌관(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or, Cyber & Emerging Technology 
at National Security Council)은 러시아 총정찰국(GRU)의 인프라가 우크라이나 아이피
(IP) 주소와 도메인에 대량의 트래픽을 전송한 기술적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고 발언했다.11) 
앤 뉴버거 부보좌관은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진 이후 상대적으로 빠른 시점에 美 정부가 공
격국가를 공개적으로 신속하게 지목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그만큼 이번
에 러시아가 전개한 사이버 공격의 규모가 위협적이었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서방의 대비
태세가 시급한 것을 미국이 경고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24일 직전 우크라이나 정부 시스템과 데이터를 삭제할 
의도로 개발한 와이퍼 소프트웨어인 ‘폭스블레이드(FoxBlade)’를 우크라이나 컴퓨터에 이미 
설치하고 대규모의 와이퍼 공격(wiper attack)을 전개했다. 또한 러시아는 침공 10시간 전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의 300여개 시스템에 대해 ‘헐메틱와이퍼(HermeticWiper)’
로 불리는 대규모의 와이퍼 공격을 전개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톰 버트(Tom 
Burt) 부사장은 사이버 공격의 규모 관점에서 볼 때 사실상 러시아의 침공일은 24일이 아니라 
23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위협정보센터(Microsoft Threat Intelligence 
Center, MSTIC)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기 몇 시간 전, 러시아의 와이퍼 
소프트웨어가 정부 기관과 주요 기반 시설 운영 기관 19곳의 시스템을 겨냥한 공격을 개시했다. 
러시아는 2월 23일부터 4월 8일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해 40차례에 달하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수행했고,12) 러시아의 이러한 사이버 공격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전쟁 전 우크라이나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했
었으나 3월 16일 디지털변환부(Ministry of Digital Transformation)는 이러한 데이터 정
책을 변경시켜 우크라이나의 기관들이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조
치를 취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이러한 조치와 맞물려 마이크로소프트는 우크라이나의 미
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기관의 웹사이트를 복구시키고 러시아의 공격에 대한 반격 조치를 취
하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다.13)

10) Cybrsecurity &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CISA), “Alert: AA22-057A” (February 26, 2022). 
https://www.cisa.gov/uscert/ncas/alerts/aa22-057a(검색일: 2022.3.1).

11)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U.S., U.K. Say Russian Government Responsible For Cyberatta
ck On Ukraine.” (February 18, 2022). 

12) Smith, Brad. “Defending Ukraine: Early Lessons from the Cyber War.” Microsoft On the Issues 
(June 22, 2022). https://blogs.microsoft.com/on-the-issues/2022/06/22/defending-ukraine-

      early-lessons-from-the-cyber-war(검색일: 2022.6.23).

13) Mclaughlin(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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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최대 규모로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사이버 공격은 우크라이나 침
공 1시간 전 美 위성회사 비아샛(Viasat)을 겨냥한 멀웨어 공격이었다. 이 공격은 오늘날 
전시에 수행된 사이버 공격으로서는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14) 러시아가 비아샛을 공격한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의 비아샛 통신 서비스를 통해 자국 군을 지휘통제하고 있었기 때
문이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를 포함하여 동유럽 일대가 정전을 겪었고 비아샛의 
핵심 인프라와 위성 자체에는 타격이 없었지만 비아샛의 수만 개 터미널(terminals)이 훼손
되었다. 미국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그리고 영국의 국가사이버안보센터
(National Cyber Security Centre, NCSC)는 이 공격이 러시아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
다.15) 러시아의 바이샛 공격 이후 18일이 지난 시점에도 비아샛의 KA-SAT 네트워크는 계
속 공격을 받아 시스템 복구에 어려움을 겪었다.16) 

정리하면, 개전 전부터 수행된 러시아의 사이버전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대중을 충격과 공
포에 빠뜨리고 신속하게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초전의 성격을 가졌고, 미국과 유럽의 우
크라이나에 대한 신속한 사이버전 지원과 타격을 입은 시스템에 대한 복구조치는 러시아의 
선제적인 사이버전의 효과를 상쇄시켰다. 

2. 물리적 공격과의 협동작전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전개한 사이버 공격의 특징 중 하나는 군사공격과 사이버 공격이 
합동작전을 펼쳤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군사공격과 사이버 공격 간에는 협동(coordination)의 
패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사이버전은 새로운 위협 방식이라기보다 
전통적인 군사수단과 완전히 결합되어 조직적으로 전개되는 전쟁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17)

러시아 군과 해커그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부터 사이버 공격 작전을 긴밀하
게 협동하며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침공 초기 러시아 군과 해커들은 우크라이나

14) O'Neill, Patrick Howell.  “Russia hacked an American satellite company one hour before the 
Ukraine invasion: The attack on Viasat showcases cyber’s emerging role in modern warfare.” 
MIT Technology Review (May 10, 2022). 

15) Vallance, Chris. “UK blames Russia for satellite internet hack at start of war.” BBC News(May 10, 
2022). 

16) Swinhoe, Dan.  “Viasat’s KA-SAT network still disrupted by suspected cyberattack more than two 
weeks later.” (March 17, 2022). https://www.datacenterdynamics.com/en/news/viasats-ka-sat-ne
twork-still-disrupted-by-suspected-cyberattack-more-than-two-weeks-later(검색일: 2022.3.20).

17) The Economist, “Russia seems to be co-ordinating cyber-attacks with its military campaign.” 
(May 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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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라디오 송신탑을 폭격하면서 동시에 미디어 회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동시에 수행하는 
등 미디어 기관과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에 대한 물리적 공격과 사이버 공격을 함께 전개했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IT 인프라, 원전 및 미디어 기관과 IT 기업의 건물에 대해 미사
일로 타격하면서 사이버 공격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했다. 마이크로소프트 톰 버트 부사장
은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물리적 공격과 사이버 공격을 결합시키는 공격 패턴을 보였다고 
증언했다.18) 

러시아는 3월 1일 키이우 TV 타워를 폭격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키이우시의 미디어 회
사를 해킹하여 데이터를 탈취, 삭제했고, 3월 2일에는 우크라이나 원전을 군사적으로 점령
하면서 동시에 원전회사의 네트워크를 마비시켰다. 또한 러시아는 3월 4일 비니치아
(Vinnytsia) 시의 정부기관을 사이버 공격하고 3월 6일 비니치아 공항을 폭격했으며, 11일
에는 드니프로(Dnipro) 시 정부기관을 사이버 공격하면서 동시에 정부건물을 폭격했다.19) 
요컨대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사이버전은  본격적으로 전통적인 군사적 공격과 결
합되어 파괴력을 배가시켜주는 역할 즉 물리적 파괴력을 ‘증강(buildup)’시키는 기능을 했
다. 러시아의 이러한 공격 양상은 사이버 공간이 전통적인 군사작전 공간과 긴밀하게 통합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현대전의 지휘통제 시스템이 사이버 공간에 크게 의존하고 있
고 지휘통제와 무기체계 간 네트워크가 더욱 촘촘하게 구축되어가고 있으므로 적의 사이버 
공간은 가장 먼저 타격을 가해야 할 우선적 대상이 된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은 더 이
상 새로운 전장이기보다 전통적 전장과 통합된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Ⅳ.  현대 사이버전 전개양상의 복잡성

1. 행위자 차원: 사이버 확전과 협공

이번 전쟁의 사이버전은 국가 행위자, 공격의 배후로서 국가와 연계된 비국가 행위자, 참전
국을 지원하는 초국가 행위자 등 다양한 배경의 행위자가 사이버전에 가세했다. 러시아의 
민간 해커그룹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은 러시아가 동유럽과 서방에 대해 오랫동안 취해온 공격 
방식이다. 러시아는 그동안 국제사회가 오랜 논의를 걸쳐 구축한 사이버 규범이라고 할 수 

18) Mclaughlin, Jenna. “A digital conflict between Russia and Ukraine rages on behind the scenes of 
war.” NPR(June 3, 2022). 

19) The Economist(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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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이버 공격의 대상으로서 에너지, 보건, 교육시설과 같은 비군사적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을 제외하자고 합의한 것을 완전히 위반하는 공격행위를 보여주었다. 러시아 정부와 연계
된 해커그룹들은 우크라이나의 병원과 학교 및 난민이 대피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했다.20) 이러한 해커그룹의 사이버 공격 작전은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할 
때 약 240여개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이다.21) 

우크라이나도 대리세력(proxies)을 동원하여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최근 6월 미국 사이버사령부 지휘관인 폴 나카소네
(Paul Nakasone)는 미군이 우크라이나를 도와 사이버 공격과 방어 및 사이버 정보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발언했다.23) 미국이 자국의 사이버 군사활동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언급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서, 미국은 이러한 공격적인 사이버 작전이 우크라이나의 자국 방어
를 위한 요청에 의해 수행된 ‘집단적인 자기방어 조치(collective self-defense measures)’
임을 강조하고 있다.24) 백악관 대변인 카린 장-피에르(Karine Jean-Pierre)는 미국이 우크
라이나에서 직접적인 군사활동을 펼치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므로 미국의 우크라이나 사이버
전에 대한 지원이 러시아로부터의 사이버 보복을 초래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25) 

이번 전쟁에서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사이버전과 정보심리전을 지원하고 무기지원을 아끼
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벨라루스 등 러시아의 우방국들도 러시아를 지원하며 우크
라이나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가세했다.26) 특히 중국 정부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해커

20) Shchyhol, Yurii. “Vladimir Putin’s Ukraine invasion is the world’s first full-scale cyberwar.” Atlant
ic Council (June 15, 2022).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ukrainealert/vladimir-putins-u
kraine-invasion-is-the-worlds-first-full-scale-cyberwar(검색일: 2022.6.20).

21) Jasper, Scott. “The Risk of Russian Cyber Retaliation for the United States Sending Rockets to Ukr
ain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June 15, 2022). https://www.cfr.org/blog/risk-russian-cyber-
retaliation-united-states-sending-rockets-ukraine(검색일: 2022.6.20.).

22) Lonergan, Erica D. “Cyber Proxies in the Ukraine Conflict: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Norm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March 21, 2022). https://www.cfr.org/blog/cyber-proxies-ukraine
-conflict-implications-international-norms(검색일: 2022.3.31.).

23) Mclaughlin, Jenna. “A digital conflict between Russia and Ukraine rages on behind the scenes of 
war.” NPR(June 3, 2022). https://www.npr.org/2022/06/03/1102484975/a-digital-conflict-betwe
en-russia-and-ukraine-rages-on-behind-the-scenes-of-war(검색일: 2022.6.10); 나카소네의 발언은 
에스토니아에서 열린 제14회 International CyCon Cyber Conflict Conference에서 나옴. “Estonian pre
sident opens 14th international CyCon cyber conflict conference” The Baltic Times (June 1, 2022) 

24) Schmitt, Michael N. “Ukraine Symposium- U.S. Offensive Cyber Operations in Support of Ukraine.” 
Lieber Institute(June 6, 2022). https://lieber.westpoint.edu/us-offensive-cyber-operations-support
-ukraine(검색일: 2022.6.22.).

25) Lyngaas, Sean. “US confirms military hackers have conducted cyber operations in support of 
Ukraine.” CNN(June 2, 2022). 

26) 박동휘(2022),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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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 우크라이나 원전과 국방부를 포함하여 600개가 넘는 우크라이나 웹사이트에 대한 
수천 번의 사이버 공격을 전쟁 전부터 수행했다.27) 이스라엘 보안회사인 체크포인트소프트
웨어테크널러지(Check Point Software Technologies)는 3월14일에서 3월 20일까지 전 
세계에 대한 중국 IP 주소의 사이버 공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 일주일보다 72%
가 증가했고, 특히 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중국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은 무려 116% 증가했
다고 밝혔다. 호주 국방장관 피터 듀턴(Peter Dutton)은 중국의 화웨이(Huawei)가 러시아 
인터넷을 방어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28) 2022년 9월 초 시점까지 집계할 경우 개전 
이후 러시아는 1,600건의 대규모 공격을 수행했고 이러한 규모의 공격은 전쟁 전 시기와 
비교할 때 112% 증가한 공격이다. 우크라이나의 기업들은 매주 1,500건의 러시아 發 사이
버 공격을 받고 있고, 이는 개전 전과 비교할 때 25% 증가한 수준의 빈도이다.29)

한편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로켓 지원에 대해 러시아가 미국에 대한 복수로서 대규모
의 사이버 공격을 취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러시아의 미국에 대한 그러한 사이버 
보복이 부재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현재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에 집중되어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자국 네트
워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막아내는 데에 급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러시아가 미국에 
사이버 공격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력에 집중할 수 없으므로 러시아는 현재 
공격을 집중시키고 있는 일부 지역 이외의 곳에 한정된 자원을 투입할 수 없다. 더군다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으로 상당히 제
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30) 

우크라이나의 인터넷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돕고 있는 미국의 사이버 보안 회
사 Cloudflare는 2월 러시아가 수행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상대적으로 그렇
게 파괴적이지 않은(modest) 수준이고 우크라이나 영토를 넘어서는 공격도 라트비아
(Latvia)와 리투아니아(Lithuania)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31) 흥미로운 것은 이번 

27) Milmo, Dan. “China accused of cyber-attacks on Ukraine before Russian invasion.” The Guardian(April 2, 
2022). 

28) Teraoka, Atsushi. “Chinese hackers launch cyberattacks against Ukraine amid war.” Nikkei Asia
(April 7, 2022). https://asia.nikkei.com/Politics/Ukraine-war/Chinese-hackers-launch-cyberatta
cks-against-Ukraine-amid-war(검색일: 2022.4.10).

29) Seldin, Jeff. “Ukraine Warns Russian Cyber Onslaught Is Coming.” Voice of America(September 9, 
2022).

30) 김소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사이버안보 전략구상의 함의.” 『이슈브리프』제358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5.20).

31) Milmo, Dan. “Anonymous: the hacker collective that has declared cyberwar on Russia.” The 
Guardian(February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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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전에서는 역사상 가장 다양한 행위자들이 가세하며 사이버 공격에서 협공 행위를 보
여주고 있고 이러한 사이버 공격은 사이버 심리전의 효과도 함께 낳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어나니머스(anonymous)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동시에 2월 25일 러시아
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이버전을 선포했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설립한 IT Army에는 어나니
머스를 비롯한 다양한 초국가 해커조직과 우크라이나 해커가 동참하여 러시아와 벨라루스 
주요 기관 웹사이트에 대해 디도스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이러한 
다양한 해커조직의 협공은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력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효과를 낳고 있
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해커조직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고위 관료와 주요 기관의 민감한 
정보를 유출시키고 러시아 네트워크와 시스템에 와이퍼 공격을 취하고 있어 러시아는 현재 
자국의 사이버 방어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집중하고 있다.32) 

어나니머스는 4월 3일 트위터에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입한 12만 명의 러시아 군인들의 
생일, 주소, 여권번호, 부대 소속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들이 전범 재판소에 넘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어나니머스가 해킹을 통해 유출한 정보는 3월 초 우크라이나 미디어 
Pravda에 이미 게시된 적이 있다.33) 어나니머스는 러시아 국방부 웹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하고 러시아의 보안이 허술한 프린터들이 우크라이나의 프로파간다 메시지가 적힌 문서들이 
출력되게 했으며, 러시아의 관영매체 Russia Today(RT)의 웹사이트를 마비시키거나 러시아 
TV 채널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내용의 메시지나 우크라이나 노래가 나오도록 만들었다. 
또한 어나니머스는 트위터에 #OpRussia, #OpKremlin, #FckPutin, #StandWithUkraine와 
같은 해시태그 문구를 통해 자신들의 사이버 활동을 홍보하며 협공에 가세할 것을 고무시키고 
있다.34)

이번 사이버전은 대리전의 양상을 띠면서 해커조직 간 사이버전도 진행되고 있다. 
‘Killnet’을 비롯하여 ‘CoomingProject’, ‘Sality botnet fame Salty Spider’, ‘Emotet 
operators Mummy’ 등 親 러시아 해커조직들은 나토 회원국과 동유럽의 정부기관을 공격
해오고 있다. 미국의 첩보동맹인 파이브아이즈(Five Eyes)는 이들 親 러시아 해커조직이 미
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를 공격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어나니머스는 그러한 발표 
즉시 Killnet으로 불리는 친 러시아 해커조직 가담자 146명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유출시
켰다.35) 이 밖에도 어나니머스는 러시아의 400개 이상의 CCTV를 해킹하여 러시아 대중에

32) Jasper(2022). 

33) Chirinos, Carmela. “Anonymous takes revenge on Putin’s brutal Ukraine invasion by leaking 
personal data of 120,000 Russian soldiers.” Fortune (April 5, 2022). 

34) Milmo(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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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반전 메시지를 송출하였고, 어나니머스와 관련된 프로그래머 조직인 Squad303는 러시
아인들의 핸드폰에 7백만 건의 반전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Squad303은 단 이틀 
만에 2백만 건의 메시지를 러시아 시민들에게 보냈고 비전문가들도 러시아에 반대하는 어나
니머스의 사이버 작전인 #OpRussia와 같은 활동에 가담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기도 했다.36)

결과적으로 이번 전쟁은 국가와 협공하는 비국가 행위자의 사이버전 행위를 전면적으로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즉 앞으로 사이버 교전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규범형성 노
력은 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2. 기술적 차원: 디지털 플랫폼의 무기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과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인터넷 인프라를 공습, 파괴했고 2월 
26일 미하일로 페도로프(Mykhailo Fedorov) 우크라이나 부총리(Vice Prime Minister) 
겸 디지털변환부 장관은 Space X의 일론 머스크(Elon Musk) 회장에게 트윗 메시지를 통
해 스타링크(Starlink) 위성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요청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일론 머스
크가 화답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인터넷을 원활하게 사용하
고 있다. 미국국제개발처(USAID)가 지원한 스타링크 단말기 5,000대를 포함하여 6월 9일 
기준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스타링크 단말기 수는 15,000대이고 하루 우크라이나 사용자 수
는 150,0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스타링크는 병원과 같은 민간의 용도로도, 군사적 용도로
도 사용되고 있다. 스타링크를 제공받은 우크라이나군은 스타링크의 단말기와 연결된 정찰 
드론으로 러시아군의 전력과 물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정밀 타격을 수행하고 있다. 마
리우폴(Mariupol)  아조우스틸(Azovstal) 제철소에서 항전하던 고립된 우크라이나군도 스
타링크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다.37) 

4월 14일 우크라이나의 넵튠(Neptune) 미사일이 러시아 모스크바함(Moskva warship)
을 명중시킨 일로 ‘러시아가 스타링크를 요격할 계획’의 러시아 發 가짜뉴스가 확산되기도 

35) WAQAS, “Anonymous Declares Cyber War Against Pro-Russia Hacker Group Killnet.” Hackread
(May 23, 2022) https://www.hackread.com/anonymous-cyber-warfare-pro-russia-hacker-group
-killnet(검색일: 2022.3.31).

36) WAQAS, “Anonymous sent 7 million texts to Russians plus hacked 400 of their security cams.” 
Hackread(March 12, 2022). https://www.hackread.com/anonymous-sent-texts-to-russians-hacked
-security-cams(검색일: 2022.3.15).

37) Atlamazoglou, Stavros. “Ukraine says Elon Musk's Starlink has been 'very effective' in countering 
Russia, and China is paying close attention.” Business Insider(Jun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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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만큼 모스크바함 침몰 사건은 러시아에 굴욕감을 준 심리전 효과를 낳았다. 러시아가 스
타링크에 대해 취한 군사적 보복은 방해 전파를 보내는 재밍(jamming) 공격이었고 스타링
크는 코드 수정을 통해 재밍 공격을 무력화시켰다.38) 요컨대 이번 전쟁은 사이버 공간의 플
랫폼 확보가 곧 전시 전투능력임을 여실히 증명해보이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플랫폼 확보는 사이버 정보심리전 활동에도 필수적이었다. 서방 IT 기업이 
세계의 플랫폼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에겐 유리하고 적국에게는 불리한 전쟁 
정보와 내러티브를 확산시키는 사이버 정보심리전 활동과 영향공작(influence operations) 
활동은 러시아에게 불리했다.39) 페이스북(Facebook), 구글(Google), 유뷰트(YouTube), 틱
톡(TikTok)을 소유하고 있는 Meta가 RT와 Sputnik과 같은 러시아 관영매체의 기사를 차단하
고, 미국 내 이들 매체의 직원들을  해고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 IT 기업들은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Instagram), 트위터(Twitter), 유튜브, 텔레그램
(Telegram), Odnoklassniki, VK 계정, 그룹, 페이지, 채널들의 네트워크를 모두 폐쇄하고 
수상한 채널들을 삭제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자국의 정보심리전 메시지를 목표청중인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발신하는 데에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40)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디지털 플랫폼 대결은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이 이용되는 
가상화폐 영역에서도 일어났다. 2월 26일 서방이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 결제망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SWIFT)에서 배제
하자 비트코인(bitcoin) 채굴 규모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러시아는 가상화폐를 전쟁자금 
동원수단으로 활용했고,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은 4월 20일 러시아의 가상금융 활동과 연결된 회사와 
개인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우방으로부터 대체불가토큰
(non-fungible token, NFT)을 통해 전쟁 자금을 지원받기도 했다. 3월 14일 우크라이나 
디지털변환부는  가상자산 모금 사이트 “Aid for Ukraine”를 구축하여  가상자산 기부 인
프라를 역사상 최초로 설립하는 사례를 만들었다. 

38) Duffy, Kate. “Elon Musk says Russia has stepped up efforts to jam SpaceX's Starlink in Ukraine” 
Business Insider (May 11, 2022). 

39) 송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보심리전: 평가와 함의.”『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2-12, 국립외교
원 외교안보연구소(2022).

40) Seldin, Jeff. “Russia’s Vaunted Influence Operations Bogged Down with Ukraine.” Voice of 
America(March 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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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정책적 함의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육·해·공과 사이버와 우주공간이 모두 연결된 초연결 전
장이 구현되는 현대전에서 사이버전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전세에 영향을 끼치는지 여실
히 보여주었다. 특히 장기간의 전면전에서 사이버전은 개전 전부터 전세를 자국에게 유리하
게 만들기 위한 전초전이자 군사적 공격력을 배가시키는 전력승수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했
다. 또한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는 물리적 군사공격과 사이버전을 동시에 운용하는 전술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이제 사이버전은 전통적인 군사공격과 구별되지 않고 통합되어가
고 있다. 이번 전쟁의 사이버전을 통해 전면전에서 사이버전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현
대 사이버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번 사이버전을 통해 얻게 될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군사공격 대상이 우크라이나의 정보커뮤
니케이션 인프라와 디지털 플랫폼이었던 것은 국가의 현대전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
이버 공간의 플랫폼 확보임을 보여준다. 이번 전쟁에서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에 신속하게 
제공되어 우크라이나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접근이 정상화됨에 따라 민간과 군 모두가 지속
적으로 항전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절대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우주공간도 본격적으로 전장화
되고 있다. 

둘째, 이번 전쟁은 현대 사이버전에서 비국가 행위자들은 일정한 동기가 부여될 경우 국가 
행위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군사 활동에 전면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민간의 
사이버전 참전은 사이버 심리전의 영향력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사이버 심리전에 
있어서도 세계의 디지털 플랫폼을 독점하고 있는 서방의 IT 기업들이 참전국의 내러티브 
확산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국가 
행위자의 본격적인 사이버전 개입으로 인해 앞으로 사이버 교전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규범
형성 노력은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다. 

셋째, 이번 전쟁은 현대 사이버전에 있어서 평시 사이버전 대비태세와 우방에 대한 지원이 
전시 적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위기복원력을 증대시키는 데에 대단히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번 전쟁의 사이버전은 2016년 이후 서방이 나토를 중심으로 마련해 온 나토 
회원국과 동유럽 우방에 대한 사이버전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 효과를 
검증하게 했다. 2016년 바르샤바 정상회담(Warsaw Summit)에서 이루어진 나토 회원국들
의 사이버전과 사이버 심리전을 포함한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논의 이후 나토는 다양하고 촘
촘한 사이버전 대비태세를 갖춰왔고 회원국 및 파트너국과 다양한 대규모 사이버전 모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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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을 수행해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發 사이버 공격과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 
전쟁 전 이미 서방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던 터였다. 이번 전쟁의 사이버전은 서방의 
그동안의 대비태세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이었음을 증명했다.

넷째, 이번 사이버전을 계기로 앞으로 사이버 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서 민간의 
영향력과 기여 및 국가와의 공조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지전이나 전면전에 앞으
로 반드시 동반될 사이버전 대응에 있어서 민간과의 협력은 전시에 갑자기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시 사이버 안보환경에 대한 정보공유와 공동된 위협인식 및 사이버 공격 대응에서
의 실제 긴밀한 공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탕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평시 IT 기
업과 국가 간 사이버 위협 대응 협력을 위한 빈번한 정보교류, 상호지원 및 인력 파견, 공동
연구와 국제협력에의 공동 진출 등은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
으로 민관의 사이버 안보 협력 노력은 평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과 연대의 강화, 공통된 
안보관의 구축과 전략토론과 공동훈련의 강조로 연결될 것이다.

오늘날의 사이버 안보 위협은 현대의 안보환경이 전투공간과 비전투 공간, 평시와 전시의 
구분,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경계가 모호한 데에서 하이브리드 위협의 형태로 빈발할 수 
있기 때문에 평시 국민의 일상적인 삶과 경제활동 및 국가 산업과 금융, 투명한 여론형성 
등 국가와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국가의 노력은 곧 전시 사이버 전력과 직결된
다. 그러한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가 사이버 공격과 사이버 심리전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위협과 복합위기에 대한 대응 태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국지전
과 전면전 모두에서 국가의 위기복원력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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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Cyber Warfare in a Full-Fledged 
Contemporary War: The Case of 2022 

Russia-Ukraine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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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Russia-Ukraine war is the first historical case that illustrates how the present-day 

cyber warfare unfolds in a full-fledged war that both of countries mobilized national 

resources and capabilities to their utmost. In this war, cyber warfare has functioned as 

preliminary warfare that makes the initial stage of warfare to an attacker’s advantage. Also, 

cyber warfare was conducted as a force-multiplier parallel with the physical military strikes 

so that these combined attacks gain more destructive power. In this war, by siding with 

Russia or Ukraine, various voluntary non-state actors and proxy actors like hacker groups 

and IT programmers have joined the cyber warfare. Also, global IT companies that 

monopolize most of digital platforms have effectively supported Ukraine while blocking 

Russia’s access to such platforms. Ukraine has also gained Western support for the use 

of cyberspace, protection of national data, and conduct of information and psychological 

operations. Therefore, cyber warfare in this war cannot be simply explained by the 

mechanism of attack and counterattack between the formal war participants of Russia and 

Ukr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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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적정한 군사력의 유지는 국가의 생존 및 안보와 직결된 핵심적 요소이다. 군사력은 “국가
의 안전보장을 위한 직접적이며 실질적인 국력의 일부로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
적인 능력과 역량”이다1). 적정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병역자원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개별 국가들은 군사력 유지에 필수적인 병력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병역제도
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적정 병력확보와 군사력 유지를 위한 병역제도로 징병제를 채택
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감소, 군에 대한 인식, 국방과학기술, 전투현장 등 국방환경의 변화는 
한국 병역제도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급격한 인구감소는 한국의 
병역제도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인 
1.61명에 훨씬 못 미치는 0.92명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이하를 기록하였다. 
더구나 이 수치는 지속해서 급감하며 2021년 말 기준 0.81명까지 떨어졌다2).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 부족이 명백해지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병역제도 개선방안과 대안들이 제시되
고 있다. 특히 모병제와 여성 징병제 혹은 여군의 확대는 인구감소시대 대안적 병역제도로
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런 배경 아래에서 본 연구는 인구감소시대 대안적 병역제도로서 제시되고 있는 모병제
와 여성 징병제 및 여군 확대를 둘러싼 쟁점을 검토하고, 한국이 취해야 할 정책적 접근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모병제를 둘러싼 쟁점으로 안보위협 정도, 병력확보 
가능성, 경제적 효과, 공정성과 사회적 인식을 검토하고, 현시점에서 전면적인 모병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하지만, 모병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모병제의 장점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 
중인 모병제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실질적인 모병제로 적용하여 징병제와 함께 운영하는 징･
모 혼합형 병역제도의 시범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또한, 여성 징병제 및 여군 확대 
관련 쟁점으로 보직 제한 철폐 문제, 시설과 장비 개보수 문제, 사회적 인식을 검토하고 지
금 당장 여성 징병제 도입은 어렵지만, 세계적 추세를 따라 점진적으로 여군을 확대하고 모
병제를 도입할 경우 여성도 그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1)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https://www.jcs.mil.kr/user/indexSub.action?codyMenuSeq
=71157&siteId=jcs&menuUIType=sub (검색일: 2022. 4. 1.)

2) 통계청. “보도자료: 2021년 인구동향조사 – 출생･사망통계[잠정].”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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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존 연구 검토

병역제도에 관한 많은 연구는 인구감소로 병력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경고한
다. <그림 1>은 국방부가 예측하는 미래 병역의무자 현황이다. 

<그림 1> 병역의무자 변화 예상

(단위: 만 명)

* 출처: 감사원. “감사보고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2021. 7.) p. 27에서 재인용

기존 연구들은 『국방개혁 2.0』에서 목표하고 있는 병력 규모인 50만 명(간부 20만 명, 
병사 30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일차적으로 2025년에 병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이 위
기를 잘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2030년대 중반에 더 큰 병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
한다.3) 현재의 징병제도와 18개월 복무기간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병역자원이 22.6만 
명이 되는 2025년부터 목표로 하는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할 수 할 없으며, 병역자원이 
19만 명 이하로 급감하는 2037년부터는 병역자원의 부족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병력 부족 현상이 명확하게 예견되는 상황에서 병역제도의 개혁과 변화
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다. 박종탁은 “병역자원 급감이라는 예정된 문제 속에서 추가적인 
병력의 감축과 부족자원 충원을 위한 입영기준 완화 등의 근시안적인 정책 수립은 결국 한
국군의 국방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병역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
장한다.4) 

3) 고시성. “인구 절벽시대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한국군 병력구조 개편 발전방향 연구.” 『한국군사』 제8호(2020), 
pp. 185-211; 송윤선･이웅. “인구절벽에 대비한 미래 한국군의 충원정책 혁신 방안 연구: 징병-모병 혼합체계
의 대안적 모색.” 『정책개발연구』 제19권 2호(2019), pp. 1-39.; 조관호. “미래 병력운영과 병역제도의 고민.” 
『국방논단』 제1879(2021), p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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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는 간부확대와 민간인력을 활용한 방안이다. 
이는 『국방개혁 2.0』이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국방부는 ”상비병력 규모를 줄이는 
대신, 강한 군대를 구현하기 위해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국방인력구조로 개편“하였다.5) 
전투 분야의 병력감소는 숙련 간부 확대, 비전투분야의 병력감소는 전문 민간인력 확대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숙련 간부는 19만 6천 명(2017년 기준)에서 2026
년까지 20만 2천 명까지 증원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전체 상비병력 중 간부 비율은 40.4%
가 된다. 또한, 전문 민간인력도 3만 2천 명(2017년 기준)에서 2026년까지 거의 두 배 수준
(6만 2천 명)으로 대폭 증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조관호는 청년 인구감소와 병역부담 완화 
추세로 간부 확보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주목하며, 간부확대가 병력 부족 해소
를 위한 적절한 대안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한다.6) 

인구감소 시대 대안적 병역제도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모병제이다.7) 모병제가 징병
제보다 더 많은 병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 주목받는 것이 아니다. 인구감소로 인해 병력 충원
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임을 고려할 때, 기존
의 징병제도를 고집하기보다는 새로운 병역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점에서 모병
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8) 대부분의 연구가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지
만, 모병제로의 완전한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김민호는 한반도 안보 상
황의 안정적 관리, 경제적 여력, 병역자원 감소로 인한 징병제유지 어려움, 국방예산 증가, 
군사과학기술 적용, 예비군 전력 운용, 모병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을 고러할 때 모병제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9) 반면, 임민혁･강원석은 미래적인 관점에서 모병제 도입의 가
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 모병제를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한
다.10) 모병제 도입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모병제를 둘러싼 쟁점이 무엇인

4) 박종탁. “한국의 국방환경 변화와 병역제도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제12권 3호(2021), p. 2513.

5) 국방부. “보도자료: 미래를 주도하는 강군을 건설합니다. - 「22-26 국방중기계획」향후 5년간 315조 2천억 투입.” 
(2021. 9. 1). 

6) 조관호(2021), pp. 1-12.

7) 김민호. “한국군의 모병제 전환에 관한 방안연구: 대만 모병제 전환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12권 1호
(2021), pp. 883-898; 박종탁(2021), pp. 257-2517; 이용민. “분단상황 속 ‘정예강군’ 실현 위해, 단계적 모병
제 전환 필요.”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 2019-5호(2019).; 임민혁･강원석. “한국군의 모병제 전환 가능성 모
색: 해외의 병역제도 전환 사례에 대한 동태적 SWOT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집』 74권 3호(2020), 
pp. 31-70.

8) 이런 점에서 모병제가 병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익명 심사자의 의견은 옳다. 모
병제가 대안적 병역제도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병력확보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구감소라는 국방환경
의 변화에 더욱 적합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있다. 

9) 김민호(2021), pp. 88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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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밝히고, 이들 쟁점이 미래 병역제도 구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인구감소 시대 대안으로 거론되는 세 번째 방법은 여성의 군 참여 확대, 혹은 더 나아가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 확대 속에서 여성의 국방 
참여는 자연스럽게 증대될 수 있고, 여성의 군 참여와 역할 증대는 남성 병역자원 감소 문제
를 완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되기도 한다.11) 기술 중심의 전장 환경 변화도 여성의 군 
진출 확대 및 여성 징병제 도입 검토의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된다. 박종탁은 “과거와 같이 
병력의 체력을 앞세워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의 군 진출의 확
대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족한 병력을 충원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한다.12) 실제로 국
방부는 『국방개혁 2.0』에서 2017년도 5.9% 수준인 여군의 비중을 2022년까지 8.8%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여군 확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조관호는 기술 중심으로 변화하는 전장 환경,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추세를 반영하여 여성의 군 진출 확
대 그리고 더 나아가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3) 
고시성은 확대되는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추세를 반영하고,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
에 대응하기 위해 여군 인력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여성 징병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14) 그러나 이들 연구는 여성의 군 참여 확대나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려고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관련 쟁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인구감소로 인해 병역제도의 개선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에서 모병제와 여성의 군 
참여 확대 혹은 여성 징병제가 대안적 병역제도로서 제기되었으나, 이들의 도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아래에
서는 모병제와 여군 확대 및 여성 징병제의 중요 쟁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병제와 
여성 징병제 혹은 여군 확대가 인구감소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대안적 병역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10) 임민혁･강원석(2020), pp. 31-70.

11) 송윤선･이웅. “병역환경 변화에 따른 병력충원정책 연구.” 『정책개발연구』 제20권 1호(2020), p. 37.; 이웅. 
“한국군 병력충원체계에 대한 주요 쟁점과 발전 전략.” 『정책개발연구』 제20권 2호(2020), pp. 53-90.

12) 박종탁(2021), pp. 2515.

13) 조관호(2021), pp. 1-12.

14) 고시성(2020), pp. 18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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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모병제 쟁점 및 도입 가능성 검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대만 등은 병역제도로서 징병제를 유지하다가 모병제로 전환한 
국가들이다. 정치체제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경제력 측면에서 한국과 비슷하거나 앞
서 있는 국가들의 사례는 한국이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는 데 있어 유용
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국가가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
타난 중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둘째, 필요한 병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셋째, 경제적으로 효율적인가?, 넷째, 
소위 경제적 징병 등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다섯째,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가?

1. 안보위협과 군사력 규모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에 있어 첫 번째 고려 요인은 안보위협 수준이다. 직접적이고 잠재적
인 안보위협,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위기, 동맹국과의 관계 등 안보 환경과 위협 정도는 
병역제도 결정의 중요요인이다.15) 탈냉전 이후 유럽에서 네덜란드(1997년), 프랑스(2001), 
스웨덴(2010년), 독일(2011년) 등 많은 국가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였다. 이
것이 가능했던 주된 이유는 현저하게 낮아진 안보위협이었다. 1989년부터 1990년 사이 베
를린 장벽이 붕괴하고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었다. 1991년에는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되
고 소련이 붕괴하였다. 안보적 긴장 해소로 유럽 국가들이 느끼는 안보위협이 현저하게 낮
아졌다. 특히 프랑스, 독일 등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던 주적이 사라지면서 대규모 
병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이유 역시 사라졌다. 1996년 2월 프랑스 시라크(Jacques Rene 
Chirac) 대통령은 냉전 이후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까지 병력 규모를 
20% 감축할 것을 발표하였고, 이후 ‘1997~2002년 군사계획법’ 집행 기간에 모병제를 도입
하였다. 독일 역시 통일 당시 66.5만 명이던 병력을 2011년 25만 명까지 점진적으로 감축
한 뒤, 모병제로 전환하였다.

반면, 안보위협이 커짐에 따라 징병제를 폐지했던 일부 국가는 징병제를 재도입하였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로 합병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느끼는 안보 불안이 커졌
다. 또한, IS 등에 의한 테러 위협 증가와 대규모 난민 유입 증대로 안보 능력 강화 요구가 

15) 김민호(2021), pp. 883-898; 이태우. “한국군의 모병제 전환 가능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
문(2014); 임민혁･강원석(2020), pp. 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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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졌다. 이런 배경 아래에서 징병제를 폐지했던 우크라이나(2014년), 리투아니아(2015
년), 스웨덴(2017년) 등이 징병제를 재도입하였다.

한국에서도 모병제 논의가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가 바로 안보위협이다. 
북한이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안보위협도 여전한 상황에
서 모병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은 “우리나라와 같은 지정
학적 안보 상황을 가진 나라가 모병제를 택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16) 프랑스, 독일 등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한 국가들과 한국의 안보환
경이 다른 상황에서 모병제 도입에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120만 명 이상의 
대규모 병력에 주목한다. 이들은 북한의 대규모 병력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병력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징병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120만 병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이 최소한 50만 명 정도의 
상비군을 보유해야 하는데, 모병제로는 필요한 50만 명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했다.17)

국가의 병역제도 결정은 그 나라가 직면한 안보위협과 그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병
력 규모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그러나 문제는 위협 인식과 해석이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한
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 정도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군의 적정병력 규모가 얼마인지
에 대한 해석과 판단에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방부
의 위협해석에 문제를 제기한다. 평화군축센터는 『국방개혁 2.0』의 위협해석이 총체적인 문
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모호하고 자의적인 위협해석을 통해 맹목적인 군사력 확장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한다.18) 국방부가 북한의 병력 규모를 120만 명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의 학자는 북한군의 규모를 최소 50만, 최대 75만 명이라고 추정하고 있다.19) 북한군의 병
력 규모와 안보위협에 대한 다른 해석은 한국군의 적정병력 규모에 대한 다른 결론으로 이
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일부의 시민단체는 국방부의 위협해석보다 긍정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한국군의 상비병력을 30만 명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0)

16) 이한승. “육군참모총장, 지드래곤 군복무 특혜논란에 ”있을 수 없는 일“.” 『연합뉴스』 (2019. . 9. 3). https://
www.yna.co.kr/view/AKR20190314120100001 (검색일: 2021. 11. 23). 

17) 이광빈･배영경. “한민구 "軍50만명 유지해야…모병제로 충당 가능한지 고민 필요".” 『연합뉴스』 (2016. 9. 21). 
https://www.yna.co.kr/view/AKR20160921093300001 (검색일: 2021. 11. 23).

18)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국방개혁 2.0 평가.』 (서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2018), pp. 3-5.

19) 이제훈. ““북한국 120만명 아니라 70만명”.” 『한겨레』 (2015. 12. 23). https://www.hani.co.kr/arti/politi
cs/defense/723231.html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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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위협 정도에 대한 서로 다른 주관적 해석이 대립하고 있고, 잘못된 안보위협 해석이 
가져올 엄청난 안보적 피해를 생각할 때, 현재 시점에서 모병제 도입과 관련된 판단은 유보
하여야 한다. 오히려 현시점에서 중요한 일은 참여연대의 주장처럼 군이 안보위협에 관한 
판단과 해석을 독점해서는 안 되며,21)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민주적 과정과 절차를 통해 
면밀하게 안보적 위협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2. 병력확보 가능 여부

모병제 도입의 두 번째 쟁점은 병력확보의 어려움이다. 대만, 영국, 독일, 미국 등 모병제
를 도입한 국가들 모두 병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만은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한 
병역제도로 전환을 시도하였으나, 낮은 모병률로 인하여 2013년, 2015년, 2017년 세 차례 
전환을 미루다가 2018년 12월이 되어서야 겨우 새로운 병역제도를 시행하였다. 대만은 
2013년 2만 8천 명을 모병하려고 하였으나 실제 모집한 인원은 8천 명에 불과하였다. 이후 
연봉을 당시 평균 소득 이상으로 인상하면서 2014년 1만 5천 명을 모집하여 목표치 절반을 
간신히 넘겼고, 이후에도 모집병의 처우를 계속 개선하면서 모병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
으나 2018년 모병률은 81%에 불과하였다. 1963년부터 모병제를 시행한 영국 역시 낮은 
모병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국 감사원에 의하면, 영국군은 약 14만여 명의 병력을 유지
하고 있으며, 2018년 초 기준 모병 목표에 5.7% 미달하여 약 8,200명의 병력이 부족한 상
황이다.22) 2011년 모병제로 전환한 독일 역시 낮은 모병률로 군 리더십 공백과 전투능력 
약화에 직면하고 있다. 독일 연방의회 국방위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 장교 2만 
1천 명을 충원하지 못하였다.23) 

군이 청년들을 모병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군이 민간 기업과의 경쟁에서 청년들에게 임금이나 처우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
기는 매우 어려우며 그로 인해서 모병의 어려움은 가중된다. 일본의 자위대는 2017년 기준 

20) 박대로. “시민단체, 軍 30만명까지 감축-복무기간 12개월 제안.” 『뉴시스』 (2021. 11. 10). https://news.nav
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10823407 (검색일: 2021. 
11. 23).

2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2018), p. 4.

22) National Audit Office(NAO). Ensuring sufficient skilled military personnel (2018), p. 4.https://ww
w.nao.org.uk/wp-content/uploads/2018/04/Ensuring-sufficient-skilled-military-personnel.pdf 
(검색일: 2021. 11. 23).

23) Deutsche Welle. “Germany's lack of military readiness 'dramatic,' says Bundeswehr commissioner.” 
Deutsche Welle, 20 February, 2020. https://www.dw.com/en/germanys-lack-of-military-readiness
-dramatic-says-bundeswehr-commissioner/a-42663215 (검색일: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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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 목표의 77%밖에 달성하지 못하였다.24) 자위대의 낮은 모병률은 청년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경제적 호황의 결과였다. 2010년대 중후반 일본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넘쳐
나게 되자 청년들의 입대비율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자국 청년들을 모병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일부 국가들은 외국인, 이민자, 난민 등에게 
시민권을 제공하며 필요한 병력을 충원하고 있다. 영국은 탈냉전 이후 모병률이 낮아지자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Commonwealth countries) 시민권자 중에서 영국에
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영국 군대를 지원할 자격을 주었다. 그러나 이후 병력 부족이 
더욱 악화하자 5년 이상 거주 조건을 없앴으며, 최근에는 영국 거주 조건마저 완화하였다. 
낮은 모병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 역시 2018년에 의사, IT 전문가 등 전문직종을 가
진 EU 시민권자를 모병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독립전쟁에서 처음 징병제를 도입한 이후 
징병제와 모병제를 번갈아서 사용하다가 1973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유지하고 있
는 미국 역시 낮은 모병률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군 복무를 통한 시민권
신청(Naturalization through Military Service)’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
는 국내와 해외에 모병사무소를 설치하고 시민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외국인과 이민자를 
모병하고 있다. 미국이민국(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에 의하
면, 미국은 2002년부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30개국 이상에서 온 148,000명을 모병하
였다.25) 외국인, 이민자, 난민 등에게 시민권을 제공하며 모병하는 것은 모병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들을 중심으로 모병하는 것은 결국 국가 안보를 용병에게 맡기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국가 안보에 잠재적인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모병제 도입국가의 병력확보 어려움을 고려할 때, 한국이 모병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
음의 두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 첫째, 모병제를 통해서 현재 징병제에서 목표하고 있는 병력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둘째, 만일 병력 규모를 감축하고 모병제를 도입할 때, 필요
한 병력을 충원할 수 있는가? 

우선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국방개혁 2.0』에서 제시한 목표 상비병력인 50만 명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조관호･이현지의 연구에 의하면26)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인

24) Tsuneoka, Chieko and Alastair Gale. “For Japan’s Aging Military, the Future Is a Gray Area.” The 
Wall Street Journal, September 17, 2018.https://www.wsj.com/articles/for-japans-aging-military
-the-future-is-a-gray-area-1537185600 (검색일: 2021. 11. 23).

25) USCIS(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Military Naturalization Statistics.” https://www.
uscis.gov/military/military-naturalization-statistics (검색일: 2021. 11. 23).

26) 조관호･이현지.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 병력운영 방향 제언.” 『국방논단』 제1657(2017), p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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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대비 평균 병력 비율은 0.84%이고,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인구 대비 평균 병력 
비율은 0.4%이다. 모병제 국가의 평균 병력 비율을 한국의 인구 규모에 적용할 때 적정병력 
규모는 15만~20만 명이다. 이는 『국방개혁 2.0』에서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의 병력 규
모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앞서 국방부의 위협해석보다 긍정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한국
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30만 명으로 제시한 시민단체의 목표치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모병제 도입을 고려한다면 상비병력 규모를 낮추어야 한다.

그러나, 병력 규모를 감축하고 모병제를 도입하여도 필요한 병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작다. 
미래 인구감소를 반영하고, 안보위협에 대한 시민단체의 긍정적인 해석을 반영하여 한국군
의 상비병력 규모를 30만 명으로 감축하였다고 가정하자. 국방부가 2026년 기준 전체 상비
병력 중 일반병사의 비중을 59.6%로 상정한 것을 반영하면,27) 30만 명의 상비병력 중 일반
병사는 약 18만 명이며, 모집병들의 복무기간을 3년 혹은 4년으로 가정한다면, 매년 모집해
야 하는 병력은 각각 약 6만 명 혹은 4.5만 명이다. 국방부가 제출한 <그림 1>의 병역의무자 
예상을 보면 2026년 병역의무자는 23.2만 명이며, 이중 약 90%가 현역판정을 받는다고 가
정할 때 모병 가능 인원은 20.9만 명이다. 따라서 병역의무자 중에서 약 28.7%(3년 복무 
기준) 혹은 21.5%(4년 복무 기준)가 군대에 입대하여야 매년 필요로 하는 병력을 충원할 
수 있다.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20세 남자 입대율이 5.4%이고,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의 입대율이 2.1~2.8%라는 점을 고려한다면,28) 병력 규모를 30만 명으로 감축하고 모병
제를 도입하더라도 필요한 병력을 확보하기에 매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현
시점에서 모병제의 전면적인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3. 경제적 부담 증가와 효율성

모병제 도입과 관련한 세 번째 쟁점은 모병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와 효율성 문제이
다.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징병제보다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된다. 송
윤선･이웅의 연구에 따르면29) 모병제 국가가 징병제 국가보다 1인당 국방비가 높다. 국방의 
의무에 의해 강제적으로 입대하는 장병들과 달리 모병제를 통해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은 전
문 직업군인으로서 더 많은 인건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 

27) 국방부(2021. 9. 1)

28) 조관호･이현지(2017), pp. 1-12.

29) 송윤선･이웅. “인구절벽에 대비한 미래 한국군의 충원정책 혁신 방안 연구: 징병-모병 혼합체계의 대안적 모
색.” 『정책개발연구』 제19권 2호(2019), pp.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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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은 국방예산의 증가로 이어져 국가 
재정에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 또한, 국방예산이 갑자기 증액되기 어려운 실정에서 기존에 
정해진 예산으로 모병제 도입으로 인해 늘어난 인건비를 충당하게 되면 첨단무기의 개발이
나 도입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방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
려가 제기된다.

프랑스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모병제 도입에 따른 추
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1996년 57.3만 명이던 병력 규모를 
2002년까지 약 20% 감축하였다. 병력 규모가 지속해서 감축되는 상황에서 징병제를 모병
제로 전환하더라도 병력이 많지 않아 추가로 부담할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았다. 2011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독일 역시 통일 이후 66만여 명에 달하던 병력을 2011년까지 
25만 명 수준으로 이미 감축하였고, 모병제 도입과 함께 병력 최대 상한선을 18만 5천 명으
로 조정하였기 때문에 모병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경제적 부담이 심하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
었다. 반면, 미국은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였다. 모병제 도입
으로 인건비 등 비용 증대가 불가피하지만, 모병의 경제적 효율성이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
는 징병제의 비효율성보다 높다고 판단하였다.30)

결국, 한국이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모병제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적인 경제적 부담과 모병제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국
회 예산정책처는 『모병제 전환에 따른 관련 비용 전망 분석』을 통해 모병제 전환 시 
2021~2025년까지 5년 동안 발생할 추가재정 소요를 분석하였다. 국회 예산처는 총 상비병
력/모병 병사인력을 35만/15만, 40만/20만 가정한 두 가지 시나리오로 추가재정 소요를 
분석했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모병 규모를 15만 명으로 할 경우, 5년간 6조 172억/연
평균 1조 2,034억, 모병 규모가 20만 명일 때 5년 13조 2,922억/연평균 2조 6,584억의 
추가재정이 소요된다. 

<표 1> 모병제 도입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 예측(2021-205년)

병사규모 모병제 징병제(현행) 추가재정 소요 연평균

15만 명 21조 8,251억 
15조 8,079억 

6조 172억 1조 2,034억

20만 명 29조 1,001억 13조 2,922억 2조 6,584억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최동민. “국회예산처, 모병제 전환 13조 2,922억원(연간 2조 6천억원) 추가 예산 필요.” 『한국방송뉴스』  

(2020. 8. 27). http://ikbn.news/news/article.html?no=106141 (검색일: 2021. 11. 23)에서 재인용

30) 남궁곤･김근혜. “미국의 모병제 도입 연구: 닉슨 행정부의 수정병역법(1971) 입법적 성공과정을 중심으로.” 『한
국정치외교사논총』 제33집 2호(2012), pp. 1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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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방예산과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모병제 전환에 따른 연평균 1~2조 수준의 추가재정 
소요는 감당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2년 국방예산 54조 6,112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모병제 도입으로 소요되는 추가재정은 전체 국방비의 2.2~4.9%에 불과하다. 더구나 국방부의 
판단처럼, “인근 동북아 지역 국가나, 우리나라와 분쟁의 수준이 유사한 국가와 국방비 규모 
비교 시, 우리나라의 국방비와 GDP 대비 국방비는 낮은 수준”이다.31)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2018년 기준 한국의 국방비는 382억 달러로,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인접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의 국방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한, 분쟁수준이 비슷한 이스라엘(국방비 185억 달러, 
GDP 대비 국방비 5.07%)과 비교할 때 국방비 규모는 크지만, GDP 대비 국방비는 2.28%로 
낮은 수준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모병제 전환으로 인해 소요되는 재정을 감당할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동환･강원석 역시 『국방개혁 2030』에 따라 병력감축을 지속한다면 
한국의 경제력으로 모병제 전환 예산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32)  

<표 2> 2018년 주요국 국방비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사우디
이스

라엘

국방비

(억$)
382 6,433 473 453 1,682 561 534 829 185

GDP대비

(%)
2.28 3.14 0.93 2.88 1.25 2.00 1.91 10.77 5.07

* 출처: 국방부(2020) p. 31

더구나 정치권과 사회에서 공약하고 수용한 병사 월급 200만 공약의 이행을 위한 추가재
정 소요가 병사 월급 인상에 따른 간부 급여 인상, 군인 연금 조정,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연계 인상 요인을 제외하고도 매년 5조 1000억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정부와 국민에게 수용 가능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징병제 폐지로 인해 절감되는 기회비용과 사회적 효과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이용민은 
학업･경력 단절 등 징병제로 인한 기회비용이 연간 11.5~15.7조 원이고, 모병제로 사병 18
만 명을 감축하면 GDP 16.5조 증가한다고 분석했다.33) 이런 기회비용과 사회적 효과 등을 
생각한다면 모병제 도입으로 인한 추가재정 소요는 충분히 상쇄될 것으로 판단된다. 모병제

31) 국방부. 『2020 국방통계연보』(서울: 국방부, 2020), p. 32.

32) 이동환･강원석. “한국군 병역제도의 모병제로의 전환 가능성 연구: 비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혁신학회지』 제
12권 1호(2017), pp. 75-102.

33) 이용민(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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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징병제의 경제적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들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기회비용 등을 포함하여 
고려할 경우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이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34) 
김상봉･최은순은 병력 규모가 35만 명 수준일 때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사회경제적 측면에
서 효율성을 가진 정책이라고 주장한다.35) 한편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
서 더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36) 

결국, 미국이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한 근거처럼, 한국도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할 때 
인건비 증대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부담이 발생하긴 하지만 한국의 경제력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며, 더구나 모병제 도입으로 인한 경제 효율성이 징병제를 통한 병력 
유지의 비효율성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경제적 요인은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에 결정적 제한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4. 불공정성

모병제 도입을 둘러싼 네 번째 쟁점은 사회적 불공정성이다. 미국, 프랑스, 독일이 징병제
에서 모병제로 전환하였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미국이 모병제로 전환하기 이전 채택하고 있었던 징병제는 모든 (남성) 국민이 병
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보편 징병제(Universal Military System)가 아니었다. 미국의 징병
제는 징병 추첨제(Draft Lottery) 등을 통해 (남성) 국민의 일부만을 선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선발 징병제(Selective Service System)였다. 학업이나 직업 등의 이유로 병역 유
예가 가능했기 때문에 고학력자나 고소득자는 징병 선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병역 유예 사유가 없었던 저학력자나 저소득자 청년들에게 징병 선발이 집중되었다. 징병 
선발의 불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확산하면서 결국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 요구가 확산
하였다.37) 프랑스도 냉전 이후 대규모로 병력 규모를 감축하면서 병역 면제자 비율이 높아
졌고, 그에 따라 징병제의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모병제로의 전환 요구가 강해졌다. 
독일 역시 병력 규모가 감축되면서 병역 면제 비율이 50% 이상이 되었고, 이로 인해 군 복

34) 이상목. “국방비결정요인의 이론적 쟁점과 일반화.” 『국방정책연구』 제51호(2000), pp. 143-65.; 김상봉･최은
순. “국방인적자원의 충원모델 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제22권 1호
(2010), pp. 55-84.; 이웅. “인구절벽에 대비한 미래 한국군의 충원정책 혁신 방안연구: 징병-모병 혼합체계의 
대안적 모색.” 『정책개발연구』 제19권 2호(2017), pp. 1-39.; 최창현･이광석･전상환.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 논의에 대한 분석: 정책논변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보훈논총』 제14권 1호(2015), pp. 93-123.

35) 김상봉･최은순(2010) pp. 55-84. 

36) 김대일. “모병제와 징병제의 소득 형평성 비교.” 『경제학연구』 제68집 제3호(2020), pp. 139-79.

37) 남궁곤･김근혜(2012), pp. 1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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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모병제 도입 요구가 증대하였다.
반면, 모병제 도입 반대의 주요 논지 중 하나는 모병제가 사회적 불공정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모병제를 시행하게 되면 저소득자, 저학력자, 그리고 소수인종 등 소위 사회적 취약
계층만이 군에 입대해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되는 불공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모병제
가 ‘경제적 징병제’로 변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모병제 전환에 따른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반은 맞고 반은 틀
리다. 우선 저학력자가 고학력자보다 더 많이 입대하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 입대자 대부분
은 고등학교 학위로 가진 사람(67%)으로, 2년제 대학 학위자(14.1%), 학사 학위자(8.9%), 
석박사 학위자(8.2)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표 3> 미국 학력별 현역 입대자 수와 비율

고등학교/검

정고시
학사 2년제대학 석박사 미상 고졸 이하

인원(명) 889,711 117,736 186,398 109,077 21,663 1,615

비율 67.1% 8.9% 14.1% 8.2% 1.6% 0.1%

* 출처: Statista. “Education levels of active duty United States Armed Forces personnel in 2019.” https://

www.statista.com/statistics/232726/education-levels-of-active-duty-us-defense-force-personnel

/ (2021. 11. 23).

인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입대자 중 백인 입대자가 가장 많지만, 인구비율 기준에서 살펴
보면 소수인종이 입대하는 비율이 더 높다. 백인 인구비율은 76.3%이지만, 입대자 비율은 
남자 69.9%, 여자 54.1%로 인구비율에 비해 낮다. 흑인 입대자 비율은 남자 17.0%, 여자 
28.9%로 흑인의 인구비율 13.4%보다 높다. 히스패닉 입대자 비율은 남자 17.9%, 여자 
21.5%로, 인구비율 18.5%와 비교할 때, 남자는 거의 비슷하고, 여자는 약간 높다. 즉 히스
패닉과 흑인 등 소수인종의 입대가 많고, 특히 특히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계층일 수 있는 
소수인종 여성의 입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4> 미국 인종별 인구와 현역 입대자 비율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인구비율 76.3% 13.4% 18.5% 5.9%

현역 입대자 비율(남자) 69.9% 17.0% 17.9% 4.4%

현역 입대자 비율(여자) 54.1% 28.9% 21.5% 5.0%

*출처: Statista. 2021a. “Distribution of active-duty enlisted women and men in the U.S. Military in 2019, by race 

and ethnicity.”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14869/share-of-active-duty-enlisted-women-and-

men-in-the-us-military/ (2021. 11. 23)와 United States Census Bureau “Quick Facts.” (2021)https://www.ce

nsus.gov/quickfacts/fact/table/US/RHI825219#RHI825219 (검색일: 2021. 11. 23.)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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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제 능력과 입대비율은 명확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입대자의 65%는 중위 소
득 분위 3계층 가정 출신이다. 반면, 최하위 소득 분위 계층 출신 입대자의 비율은 19%에 
불과하며, 최상위 소득 분위 계층 출신의 입대비율인 17%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5> 소득 분위별 입대비율

소득 분위($) 41,691 이하
41,692

~ 53,548

53,549

~ 66,597

66,598

~ 87,850
87,851 이상

입대비율(%) 19% 21% 22% 21% 17%

* 출처: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Demographics of the U.S. Military.” July 13, 2020. https://www.cfr.

org/backgrounder/demographics-us-military (검색일: 2021. 11. 23).

미국과 한국의 현실이 다르다 할지라도, 미국의 사례는 모병제 도입이 반드시 경제적 징병
제라는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김대일은 징병제가 모병제보
다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모병제가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38) 징병제와 모병제 어느 
것이 소득 불평등과 형평성 개선에 더욱 효과적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모병제의 불공정성 주장은 근본적으로 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
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 복무는 위험하고 힘들며 하기 싫은 일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지배적이라면, 그 의무를 특정 사람에게만 지도록 하는 모병제도는 불공정하다고 
인식될 것이다. 반면, 군 복무 처우와 복지가 좋아지고, 군이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직업으
로서의 좋은 선택지 중 하나라는 인식이 확산한다면, 모병제 역시 공정성 논쟁에서 자유로
워질 수 있다. 결국, 모병제의 공정성 문제 자체가 징병제의 모병제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걸림돌은 아니며, 다음 절에서 논의될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 
중요한 논쟁점이 될 수 있다. 

5. 사회적 인식

병역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모병제로의 전환에 대한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모병제 전환이 가능했던 것은 앞서 검토한 다양한 쟁
점을 이유로 모병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았으며, 이것이 정치인의 정책 변화 추진을 압

38) 김대일(2020), pp. 13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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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할 당시, 국민의 72%
가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39) 반대로, 2018년 마크롱
(Emmanuel Macron) 대통령이 약 60만 명의 만 18세 이상 남녀에게 한 달간 기초군사훈
련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단기 징병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여론의 반대로 좌절
되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모병제 도입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2016년 9월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현행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징병제
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 35%보다 높았다.40) 그러나 2020년 이후 여론
조사에서는 모병제에 대한 우호적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2020년 9월 KBS 『시사
기획 창』이 국민 패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 응답이 61.5%로 반대
한 응답 28.8%보다 2배 이상 높았다.41) 한국갤럽이 2016년에 이어 2021년 5월에 다시 
조사한 결과에서도 모병제에 대한 우호적 의견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42) ‘현행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48%에서 43%로 줄어든 반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
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35%에서 43%로 약 8% 높아졌다. 2021년 11월 MBN이 
실시한 여론 조사도 모병제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한국갤럽의 2021년 조사와 비슷한 
44.3%였으며, 반대하는 의견은 더 낮은 33.0%로 나타났다.43) 

39) 문병기. “프랑스 안보정책의 특성과 변화.”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1).

40)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229호(2016년 9월 5주) - 군 생활과 모병제, 개천절과 단군 (9월 통합).” (2016. 
9. 29).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780 (검색일: 2021. 11. 23).

41) KBS. “모병제 국민61% “찬성”...“초봉은 200만원 안팍”.” 『KBS 뉴스』 (2020. 10. 17).https://news.kbs.co.
kr/news/view.do?ncd=5027635 (검색일: 2021. 11. 23).

42)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449호(2021년 5월 4주) - 경제 전망, 군대 관련 인식, 모병제･여성 징집 등 병
역제도 (5월 통합 포함).” (2021. 5. 27).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
=1213 (검색일: 2021. 11. 23). 

43) MBN. ““추가 재난지원금 반대” 58.5%...“모병제 찬성” 44.3%.” 『MBN 뉴스』 (2021. 11. 4).https://m.news.
nate.com/view/20211104n36601 (검색일: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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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모병제 도입에 대한 여론 조사 동향 

조사기관에 따라서 응답 수치에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2020
년대 이후 모병제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을 찬성하는 이유는 ‘전문성 증가로 인한 국방력 강화’(32.9%)와 ‘인구감소
에 따른 병력구조 개편’(21.8%) 등이 제시되었다. 반면, 앞서 살펴보았던 안보위협 요인(‘남
북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상황’ 33.4%)와 병력 충원 어려움(‘필요한 병력 모집 어려움’ 
28.4%)이 모병제 도입에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 제시되었다.

6. 소결론

모병제 도입과 관련 주요 쟁점을 안보위협의 정도, 병력확보, 경제적 효율성, 불공정성, 
여론의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안보위협과 불공정성 요인은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에 있어 제한요인도 촉진요인도 아니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한 국가들의 사
례는 안보위협의 현저한 감소라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던 반면, 한국은 안보위협에 대한 서로 
다른 주관적 해석이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 판단에 앞서 안보위협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정성 측면에서 미국의 사례는 저학
력자들이 고학력자보다 높은 입대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입대하는 사람의 60% 이상이 
중위소득 계층 가정 출신인 점을 고려할 때 모병제 전환이 사회적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 판단된다.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 여론은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54 ❚ 국방연구 65 ‒ 3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할 때 인건비 증대 등의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만, 한국의 
경제력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며, 모병제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이 징병제보다 높다
는 점 역시 모병제로의 전환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2020년대 이후 우호적
으로 변하고 있는 사회적 여론 역시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병력 부족 가능성은 모병제로의 전환에 큰 걸림돌이다. 급속한 인구감소에 직면하여 
병력 충원의 어려움이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모병제로는 현재의 병력 규모를 유지하기 
어렵다. 심지어 병력 규모를 30만 명으로 감축하고 모병제로 전환해도 필요한 병력을 확보
하기는 매우 어렵다. 결국, 현시점에서 전면적인 모병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모병제의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여론을 고려한다면, 모병제로의 전면적 전환이 
아닌 부분적 전환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44) 모병제로 전환하는 비율을 낮은 수준에서부
터 시작,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전면적 전환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모병제
로의 전환을 점진적,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면, 모병제 도입으로 인한 초기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으며, 처우와 복지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군 복무의 매력을 높인다면 모병의 어
려움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여군 확대와 여성 징병제 쟁점 및 도입 가능성 검토

여성의 군 참여 확대, 더 나아가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은 인구감소로 
인한 병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종종 제시되었다. 여성의 군 참여를 확대하고 있
는 미국,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사례는 한국에 중요
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이들 국가 사례가 제시하는 중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군을 확대하거나 징병한다면, 이들에게 전투 보직 등의 특정 보직에 대한 제한을 철폐할 
것인가? 둘째, 시설과 장비 등 여군 확대 혹은 여성 징병에 필요한 제반 준비가 충분히 되었
는가? 셋째, 여군 확대와 징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떠한가? 

44) 익명 심사자가 지적한 것처럼 모병제의 경제적 효과성은 모병제의 전면 도입을 가정한 것이고, 징병제를 유지하
면서 부분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경제적 효과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모병제를 도입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병제의 시범적 적용을 통해 향후 모병제의 전면 도입을 위한 여건이 형성되
었을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경제적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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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직 제한 철폐

보직이나 직위 관련 차별을 철폐하는 문제는 여군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제 조건 
중 하나로 인식된다. 특히 여군의 전투 보직 및 직위 배치는 핵심 쟁점으로 여성의 군 참여 
확대 혹은 더 나아가서 여성 징병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된다. 

전투 보직 등 특정 직위에 대한 여군 배제는 평등 정신에 어긋나고, 여군의 고위직 승진에 
구조적 걸림돌이 되어 여성의 군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1949년부터 여성 징병
제를 도입하였던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가 초기 여군에게 소위 ‘여성’ 역할인 사무
직, 간호직, 교관직 등의 보직만을 허락하고, 전투참여는 제한하였다. 그러나 이후 국가들은 
여군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여성의 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투 보직과 직위를 여
군에게 개방하고 있다. 1985년 노르웨이와 이스라엘이 최초로 여군에게 전투 보직을 개방
한 이후, 1988년 덴마크, 1989년 스웨덴과 캐나다(잠수함 배치 제외)가 뒤따랐다. 최근에는 
미국이 2015년 12월, 영국이 2018년 12월 모든 전투 보직을 여군에게 개방하였다. 

한편, 미국의 사례를 보면, 여군의 전투참여 허용은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쟁과 연계된다. 미국은 1973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징
병제도를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전시에 징병할 군인을 선발하기 위
해 대상자 정보를 미리 확보하는 ‘병역선발제도(Selective Service System: SSS)’를 유지하
고 있다. 만 18세 이상의 모든 남성은 SSS에 등록해야 하지만, 여성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다. 여성의 SSS 등록 제외는 여군의 전투참여 배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980년 카터
(Jimmy Carter) 대통령이 징병제도의 폐지와 함께 1975년 폐지되었던 SSS를 부활함과 동
시에 여성도 남성과 같이 등록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상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원은 
SSS에 등록하는 이유가 전시 때 전투에 참여할 군인을 징병하기 위한 것인데, 당시 여군의 
전투참여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상황에서 여성들을 SSS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적이라
고 판단하였다. 다음 해인 1981년 관련 소송에서 연방 대법원이 상원의 판단을 인정하면
서,45) 여군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을 징병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 사회에서 
일종의 규범으로 받아들여졌다. 

SSS에 여성을 등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이 역시 여군의 
전투참여와 밀접하게 관련 있다. 미국은 1948년 ‘전투 배제 정책’을 통해 여군의 전투참여를 
금지하였지만, 이후 여군의 전투 관련 보직 배치를 점차 확대하였다.46) 1988년에는 ‘위험 

45)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Rostker v. Goldberg, 453 U.S.57.” (1981). https://www.court
listener.com/opinion/110548/rostker-v-goldberg/ (검색일: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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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도입하여 여군의 보직 제한을 직접전투, 교전 혹은 포로 억류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부대로 한정하였고, 1994년에는 ‘직접전투 배제 정책’을 통해 여군의 배치 제한을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로 더욱 한정하였다. 그리고 2015년 최종적으로 군대의 모든 직위를 
여성에게 개방하여 전투참여 배제를 완전히 철폐하였다. 2015년 국방부가 여군에게 모든 
전투 직위를 개방하면서, 여성의 SSS 등록 제외 핵심 근거가 사라졌다. 그 결과 여성의 SSS 
등록 문제가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다. 2016년 상원 군사위원회는 “국방부가 여성의 지상 
전투부대 근무 금지 규정을 철폐하였기 때문에, 위원회가 SSS 등록 의무를 남성에게만 제한
하는 것은 더는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47) 2019년 텍사스 남부 연방 법원 역시 
1981년 연방 대법원의 판례와 달리 여성을 SSS 등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결
하였는데, 판결의 이유 역시 여성의 전투참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었다. 2021년 연말 하원
과 상원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여성의 SSS 등록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등록을 반대하는 
상원 군사위원회 일부 중진의 극렬 저항 속에 좌절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SSS 등록 제외 
근거였던 전투참여 금지가 해제됨에 따라 여성의 SSS 등록에 대한 지지가 사회와 정치권에
서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관련 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군의 (전투) 보직 제한 철폐는 여성의 군 참여 확대를 위한 전제 조건이며, 동시
에 여성 징병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국도 여성의 군 참여 확대를 위해 여군의 전투
참여를 허용하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여군의 보직 제한 문제는 한국에서도 중요
한 이슈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로 시행한 『2019년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
르면 여군 중 24.6%가 “보직이나 직위 관련”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응답하여 보직 및 직위 
문제를 가장 큰 차별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48) 실제로 국방부는 북한과 근접 대치하는 
부대에 여군 장교가 보직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최전방 철책을 지키는 GOP 대대 배치에서 
여군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2018년 8월 여군이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진급심사 
때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자 지상 근접 전투부대(GOP 및 해･강안 경계담당 대대 등) 보직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남녀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중･소･분대장 자격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여성의 군 참여 확대를 위한 기초적인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최전방 GOP에 배치된 여군 비율은 

46) 박진수. “여군 전투 참여를 둘러싼 미국 사회의 논쟁과 정책 결정 과정 연구.” 『분쟁해결연구』 18권 2호(2020), 
pp. 95-129.

47) US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7. 
May 2016. https://www.armed-services.senate.gov/imo/media/doc/FY17%20NDAA%20Bill%20Su
mmary.pdf (검색일: 2021. 11. 23).

48) 나달숙 외 5인.  『2019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9), p.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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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히 낮은 수준이다. 2021년 1월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전방 GOP에 배치된 
여군 중대장이 0.18%, 소대장은 0.26%로 1%도 되지 않는다.49)

한편, 여성의 전투참여와 여성 징병의 연계 역시 우리 사회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
다. 2,01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의무복무를 하더라도 남
성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무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는 주장에 75.8%(여성 82.8%, 남성 
69.3%)가 동의했다. 그리고 이들 중 56.6%는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무하는 것
이 어렵더라도 군대에 가야 한다고 응답했다.50) 이러한 결과는 결국 여성 징병을 요구하는 
것이 여성이 전투에 참여하는 등 군이 필요로 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손실과 희생이 발생하는 병역의 의무를 여성에게도 부과해야 한다는 일종의 보상심리가 반
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과거 미국에서 여성을 SSS 등록에서 제외했던 
것과 같은 논리적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즉 군인을 징병하는 이유는 전투에 참여시키기 위
한 것인데, 여성이 남성과 동일하게 전투에 참여하는 군 복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그들을 
징병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군의 보직이 다양하고, 징병한 여성을 비전투분야
에 배치하게 되면 기존 비전투분야애 배치하던 남성을 전투 분야에 배치할 수 있다는 주장
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역시 성별에 의한 획일적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결국, 
핵심은 여성을 징병한다면 그들에게 전투를 포함한 다양한 임무와 보직을 부여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인데, 아직 이에 관한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여성 징병제 도입을 논의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2. 장비와 시설의 준비 상태 

여성의 군 참여 확대, 더 나아가 여성 징병제를 위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늘어난 여군
을 ‘적절하게’ 수용하기 위한 장비와 시설이 준비되었나 하는 것이다. 여성의 군 참여를 확대
하고, 여군에게 전투를 포함한 모든 직위를 개방하고자 할 때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요
인이 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그들이 성적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적절
한’ 숙소와 장비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군 시설과 장비의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하다. 

노르웨이의 경우 성 중립적 징병을 결정하고 난 뒤, 남성 전용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49) 차창희. “여군 1만4천명...최전방 지휘관은 0.3% 안돼.” 『매일경제』 (2021. 1. 3). https://www.mk.co.kr/n
ews/society/view/2021/01/4217/ (검색일: 2022. 5. 9).

50) 조영주･문희영･김엘리. 『병역담론의 전환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p.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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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하고, 확대되는 여군을 수용하기 위해 막사를 개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시설
의 개보수에는 시간과 재정이 소요된다. 특히 일부 시설과 장비의 경우 개보수에 많은 예산
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1994년에 적절한 숙소 공급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설 개보수 
비용이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높은(prohibitive)’ 보직의 경우 여성에게 개방하지 않아도 된
다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해군의 함선과 잠수함이다. 육상 시설과 달리 
함선과 잠수함의 경우 공간이 매우 작아 장병들에게 충분한 숙소와 휴게실을 공급할 수 없
다. 독립된 공간을 배정받는 장교들과 달리 사병들의 경우 침상이 부족하여 하나의 침상을 
여러 장병이 근무에 따라 공유하는 ‘핫 번킹(hot bunking)’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처럼 숙소
와 휴게실이 제한된 상황에서 여군을 배치할 경우 적절한 숙소 공급과 사생활 보호가 충분
히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여군을 확대하고, 이들에게 해군의 함선과 잠수함 직위를 개방
하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시설과 장비의 개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나 함선과 잠수함의 개조
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시설의 개보수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오랫동안 비용 문제로 여군의 잠수함 배치가 제한되었다. 1993년 해군은 여군의 잠수
함 보직 제한 철폐를 검토하였으나, 결국 잠수함 시설 개보수 비용 부담을 이유로 도입하지 
않았다.51) 2000년 미국 해군에서 가장 큰 Ohio급 잠수함에 여군 복무를 허용할 것과 신규 
건조 중인 Virginia급 잠수함을 여군 수용을 위해 재설계할 것이 제안되었으나, 의회는 
2001년 국방예산을 결정하면서 예산 문제를 이유로 여군의 잠수함 배치를 반대하였다.52) 
여군의 잠수함 배치 제외는 이후에도 오랫동안 지속하다가 2010년이 되어서야 철폐되었으
며, 기존 잠수함 시설을 개보수함과 동시에 신규 건조되는 잠수함에도 여군을 수용하기 위
한 설계를 반영하였다.

한국도 여성의 군 참여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는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나 시설의 개보수 측면에서 아직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
지 않다. 『2019년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군들이 “보직이나 직위 관련” 
다음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요인이 “화장실, 휴게실, 샤워 시설 등 편의시설 관련”
이었다. 여군 중 15.7%가 편의시설 문제를 차별요인으로 지적하였다.53) 부대주둔지나 야외

51) Barnes, Julian E. “Navy moves to allow women on submarines.” Los Angeles Times. February 24, 
2010. https://www.latimes.com/archives/la-xpm-2010-feb-24-la-na-women-subs24-2010feb24-
story.html (검색일: 2021. 11. 23).

52) US Congress.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s 2001(P.L. 106-398; 114 Stat. 1
654 A-136).” October 30, 2000. https://www.congress.gov/bill/103rd-congress/house-bill/2401/t
ext (검색일: 2021. 11. 23).

53) 나달숙 외 5인(2019), p.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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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에 여군을 위한 위생 및 편의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특히 야외훈련장에 여자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많아 여군들이 물이나 식사를 적게 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국방
개혁 2.0』에서 2022년까지 여군 간부 비중을 8.8%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에 
대비하여 여군을 위한 시설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
이다.

편의시설 마련보다 더 큰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장비의 준비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해군은 2022년 5월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에 여군 승조원 3명 내외를 배치하기 위
한 제반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54) 2023년 후보를 선발하여 2024년부터 탑승시
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4년 여군의 잠수함 승조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 이후 약 
8년 만에 결정을 내렸으나, 여군을 잠수함에 배치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가 마련된 것은 아니
다. 여군의 잠수함 배치를 위해 기존 잠수함 시설을 개보수하고, 신규 건조되는 잠수함에 
여군을 수용하기 위한 설계를 반영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화장실 등 편의시설 사용시간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여군을 수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결국, 한국의 경우 정책적으로 여군을 확대하고, 그동안 여군에게 존재했
던 보직 및 직위 관련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여군의 잠수함 승조 등을 결정하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 준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대규모의 여군 확대 혹은 더 나아가 여성 징병제의 시행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성 인력 
확대를 고려한 여군 편의시설 소요를 국방중장기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통한 점진적인 여성 
군 참여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사회적 인식

여성의 군 참여 확대 혹은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일은 단순히 안보 능력이나 
경제적 비용만을 고려해서 결정할 수 없다. 여성의 군 참여 확대, 특히 여성 징병제는 젠더 
갈등과 같은 사회적 논쟁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군 참여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자 한다면 사회적 합의와 동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실제로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등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검토한 국가들의 
경우,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지지가 존재했다. 2013년 여성 징병제 법안을 통과시킨 노르웨
이의 경우, 이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있었다. 노르웨이 국방부(Norwegian Ministry of 

54) 하채림. “3천t급 잠수함에 여군 탄다...내년 첫 선발 준비.” 『연합뉴스』 (2022. 5. 24). https://n.news.naver.
com/mnews/article/001/0013202305?sid=100 (검색일: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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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ce)의 2012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66%의 응답자가(남성 71%, 여성 61%)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성 중립적 징병제를 찬성하였다.55) 스웨덴은 2016년 징병제를 재도
입하고, 여성에게도 남성과 똑같이 병역의무를 부과하기로 하였는데, 스웨덴의 이러한 결정 
역시 사회적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당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징병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응답자의 72%가 동의하고 있었고, 징병제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같이 적용하
여야 한다는 주장에 응답자의 87%가 찬성하였다.56) 2016년 이후 여성도 남성처럼 SSS 등록
하는 안을 추진하였던 미국도 이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상원과 하원이 여성도 SSS에 등록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한 2016년 63%의 미국인들은 
징병제가 부활한다면 여성도 남성과 같이 징병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57) 

<그림 3>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동향 

반면 한국의 경우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일하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
적 인식이 다소 유동적이다. 20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여성도 군

55) Norwegian Ministry of Defence. Report to the Storting (White Paper): Competency for a new era. 
Recommendation (Oslo: Norwegian Ministry of Defence, 2013).https://www.regjeringen.no/conte
ntassets/16eb33bcb4b847509f9f7b28f7cfbefa/engb/pdfs/stm201220130014000engpdfs.pdf (검색
일: 2022. 5. 8). 

56) The Local. “Majority of Swedes Back Return to Military Service.” The Local. January 4, 2016. 
https://www.thelocal.se/20160104/swedes-tell-poll-bring-back-military-service (검색일: 2022. 5. 7).

57) Berg, Jennifer, Chris Jackson and Talia Wiseman. “Support for drafting women to the military has 
decreased since 2016.” Ipsos. August 4, 2010.https://www.ipsos.com/en-us/news-polls/military-
draft-women-support-2021 (검색일: 2022.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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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가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반 국민의 62.5%(남성 70.8%, 여성 53.8%)가 동의하고, 
37.5%는 동의하지 않았다.58) 2020년 9월 KBS의 여론조사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는 응답은 52.8%, 반대는 35.4%였다.59) 그러나, 한국갤
럽의 2021년 5월 여론조사 결과는 앞선 조사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60) ‘남성만 징병’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 응답이 47%였고, ‘남성과 여성 모두 징병’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46%로 여성 징병제 도입의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조선일보･서울대 사
회과학발전연구소 조사에서도 여성 징병제 도입 찬성은 46.4%였으며, 반대는 앞선 조사보
다 높은 53.6%를 보였다.61) 이처럼 최근 여론조사 흐름으로만 본다면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한 찬성이 감소하고 반대가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 여성 징병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과 더불어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여성 징병제에 대한 여론의 방향이 짧은 기간 동안 매우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한국 사회에서 여성 징병제에 대한 여론의 흐름이 일관적이지 않으며, 이는 한국
에서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
라서, 현시점에서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결정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이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으로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
며, 이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4. 소결론

여성의 군 참여 확대 혹은 여성 징병제 도입 관련 주요 쟁점을 보직 제한 철폐, 시설과 
장비의 준비 상태, 여론의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군에 대한 보직 제한 철폐로 인해 여성의 군 참여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를 여성 징병제까지 연계하기에는 아직 사회적 논의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시설과 장
비 측면에서 여군을 대규모 확대하거나 징병하기 위한 준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잠수
함과 같은 특수한 보직에서 여군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차치하고서
라도, 여군에게 충분한 휴식과 사생활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편의시설의 준비 상
황 역시 많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

58) 조영주･문희영･김엘리(2019), p. 216.

59) KBS(2020)

60) 한국갤럽(2021)

61) 특별취재팀. “이대녀 42% ‘여성징병제’ 찬성..“우크라 보니 내 몸 내가 지켜야”.” 『조선일보』 (2022. 5. 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90142?sid=102 (검색일: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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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여군의 대규모 확대 혹은 더 나아가 
여성 징병제의 도입은 단기적으로는 실현하기 어렵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군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호주와 캐나다가 
여군 비율을 25%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 세계 주요국가들은 여군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그림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헝가리, 그리스, 호주,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은 2019년 기준 
이미 여군 비율이 15%를 넘고 있다.

<그림 4> 2019년 주요국 여군 비율 

* 출처: NATO. Summary of the National Reports of NATO Member and Partner Nations to the NATO Co

mmittee on Gender Perspectives (2020). pp. 24-35https://www.nato.int/nato_static_fl2014/assets

/pdf/2021/9/pdf/NCGP_Full_Report_2019.pdf (검색일: 2021. 11. 23) 참조 저자 작성

한국의 여군 비율은 2016년 5.5%(1만 97명)에서 2020년 7.4%(1만 3891명)로 늘었다. 
그러나 이미 15% 이상의 여군 비율을 달성하며, 여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세계 주
요국가에 비교해서 여군 비율은 아직도 상대적으로 낮으며, 8.8%를 목표하고 있는 2022년 
이후에도 여군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62) 또한, 인구감
소시대 병력 부족을 고려할 때, 장교와 부사관의 여군 확대와 더불어, 향후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여성도 모병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62) 익명 심사자는 현재 여성 간부비율 확대 정책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현재의 여군 획득규모 및 인사관리
체계를 지속 유지한다고 가정한다면 2022년 이후에도 여군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외국군 수준 이상으로 
자연스럽게 증가할 전망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여군 비율의 확대는 정책결정자의 관심과 의지에 영향을 많
이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일부 정부에서도 여군의 확대를 공약하였지만, 약속이 실제로 지
켜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여군 확대 정책의 지속을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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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모병제와 여성의 군 참여 확대 혹은 여성 징병제는 인구감소 시대 대안적 병역제도로서 
관심을 받고 있다. 낮은 모병률로 인한 병력 부족의 우려를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전면적인 
모병제 도입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모병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경제적 효과성 등 모병제
의 장점을 고려할 때, 실험적으로 부분적 모병제를 도입하여 징병제와 함께 운영하는 징･모 
혼합형 병역제도의 도입은 가능하다. 모병 비율을 낮은 수준부터 시작하여 초기 모병제 도
입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모병의 처우와 복지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매력을 높
인다면 모병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병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전투 보직 배치 제한의 철폐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보직 제한 문제, 
시설과 장비의 준비 부족, 그리고 사회적 합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여군의 대규모 확대 혹은 
여성 징병제의 전면적 도입은 현시점에서 불가능하다. 여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시설
과 장비를 꾸준히 개선하고, 여군에 대한 군내･외 존재하는 잘못된 인식을 개혁하며, 공론화
와 숙의를 통해 여군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징･모 혼
합제를 도입할 경우 모병의 대상에 여성도 포함하고 그 비율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권인
숙은 모병제가 한국의 여성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63) 

모병제와 관련하여 여성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볼 부분은 취업 기회의 확
대다. 저임금과 비정규직 같은 고용 불안정의 더 큰 피해자인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안
정된 직장인 군대의 취업은 의미가 크다. 군대가 가난한 남성의 공간이 된다는 것이 
모병제에 대한 중요한 반대 논리이지만 여성은 상대적으로 많은 계층에서 선택한다. 
직업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는 드문 공적 권력자(군인)가 된다는 선망과, 미국
과 같이 대학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일찍 독립적 삶을 기획하는 데 유리하기에 
다양한 계층의 여성이 참여한다.

실제로 대만의 경우 모병제가 남성들에게는 외면당했지만, 여성에게는 큰 인기를 끌었다. 
대만 국방부가 분석하였듯이,64)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군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와 좋은 
복지 제도를 제시한다면 여성들이 모병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63) 권인숙. “모병제, 여성에게 취업의 길 열린다.” 『한겨레』 (2016. 9. 20). https://www.hani.co.kr/arti/opini
on/column/761924.html#csidx302cdad9b303eb7bdb8cb4a49616ee2  (검색일: 2021. 11. 23).

64) 류성무. “모병제 전환 대만, 여군 인기.” 『연합뉴스』 (2013. 8. 21). https://news.naver.com/main/read.na
ver?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440018 (검색일: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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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인구감소시대 병력 부족이 명확한 상황에서 병역제도의 개선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금부터라도 모병제 도입과 여군 확대에 필요한 준비를 시작하면서 2030년 인구감소시대
를 위한 새로운 병역제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인구감소시대 대안적 병역제도 연구 ❚265

참고문헌

감사원. “감사보고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2021. 7.)

고시성. “인구 절벽시대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한국군 병력구조 개편 발전방향 연구.” 『한국

군사』 제8호(2021), pp. 185-211.

국방부. “보도자료: 미래를 주도하는 강군을 건설합니다. - 「22-26 국방중기계획」향후 5년

간 315조 2천억 투입.” (2021. 9. 1). 

국방부. 『2020 국방통계연보』 (서울: 국방부, 2020). 

권인숙. “모병제, 여성에게 취업의 길 열린다.” 『한겨레』 (2016. 9. 20). https://www.hani.

co.kr/arti/opinion/column/761924.html#csidx302cdad9b303eb7bdb8cb4

a49616ee2  (검색일: 2021. 11. 23).

김대일. “모병제와 징병제의 소득 형평성 비교.” 『경제학연구』 제68집 3호(2020), pp. 

139-179.

김민호. “한국군의 모병제 전환에 관한 방안연구: 대만 모병제 전환사례를 중심으로.” 『인문

사회21』 제12권 1호(2021), pp. 883-898. 

김상봉･최은순. “국방인적자원의 충원모델 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

구.” 『한국행정논집』 제22권 1호(2010), pp. 55-84.

나달숙 외 5인.  『2019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9).

남궁곤･김근혜. “미국의 모병제 도입 연구: 닉슨 행정부의 수정병역법(1971) 입법적 성공과

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3집 2호(2012), pp. 123-53.

류성무. “모병제 전환 대만, 여군 인기.” 『연합뉴스』 (2013. 8. 21). https://news.naver.co

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4

40018 (검색일: 2021. 11. 23).

문병기. “프랑스 안보정책의 특성과 변화.”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1).

박대로. “시민단체, 軍 30만명까지 감축-복무기간 12개월 제안.” 『뉴시스』 (2021. 11. 10).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

&oid=003&aid=0010823407 (검색일: 2021. 11. 23).

박종탁. “한국의 국방환경 변화와 병역제도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제12권 3호(2021), 

pp. 2507-2517.

박진수. “여군 전투 참여를 둘러싼 미국 사회의 논쟁과 정책 결정 과정 연구.” 『분쟁해결연



266 ❚ 국방연구 65 ‒ 3

구』 18권 2호(2020), pp. 95-129.

송윤선･이웅. “인구절벽에 대비한 미래 한국군의 충원정책 혁신 방안 연구: 징병-모병 혼합

체계의 대안적 모색.” 『정책개발연구』 제19권 2호(2019), pp. 1-39.

송윤선･이웅. “병역환경 변화에 따른 병력충원정책 연구.” 『정책개발연구』 제20권 1호

(2020), pp. 27-52.

이광빈･배영경. “한민구 "軍50만명 유지해야…모병제로 충당 가능한지 고민 필요".” 『연합뉴

스』 (2016. 9. 21). https://www.yna.co.kr/view/AKR20160921093300001 

(검색일: 2021. 11. 23).

이동환･강원석. “한국군 병역제도의 모병제로의 전환 가능성 연구: 비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혁신학회지』 제12권 1호(2017), pp. 75-102.

이상목. “국방비결정요인의 이론적 쟁점과 일반화.” 『국방정책연구』 제51호(2000), pp. 

143-65.

이용민. “분단상황 속 ‘정예강군’ 실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 필요.” 『민주연구원 정책브

리핑』 2019-5호(2019). 

이웅. “인구절벽에 대비한 미래 한국군의 충원정책 혁신 방안연구: 징병-모병 혼합체계의 대

안적 모색.” 『정책개발연구』 제19권 2호(2017), pp. 1-39.

이웅. “한국군 병력충원체계에 대한 주요 쟁점과 발전 전략.” 『정책개발연구』 제20권 2호

(2020), pp. 53-90.

이제훈. ““북한국 120만명 아니라 70만명”.” 『한겨레』 (2015. 12. 23). https://www.hani.

co.kr/arti/politics/defense/723231.html (2021. 11. 23).

이태우. “한국군의 모병제 전환 가능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14). 

이한승. “육군참모총장, 지드래곤 군복무 특혜논란에 ”있을 수 없는 일“.” 『연합뉴스』 (2019. . 

9. 3).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4120100001 (검색일: 2021. 

11. 23). 

임민혁･강원석. “한국군의 모병제 전환 가능성 모색: 해외의 병역제도 전환 사례에 대한 동태

적 SWOT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집』 74권 3호(2020), pp. 31-70.

조관호. “미래 병력운영과 병역제도의 고민.” 『국방논단』 제1879(2021), pp. 1-12.

조관호･이현지.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 병력운영 방향 제언.” 『국방논단』 제1657(2017), 

pp. 1-12.

조영주･문희영･김엘리. 『병역담론의 전환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차창희. “여군 1만4천명...최전방 지휘관은 0.3% 안돼.” 『매일경제』 (2021. 1. 3). 



인구감소시대 대안적 병역제도 연구 ❚267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1/4217/ (검색일: 2022. 

5. 9).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국방개혁 2.0 평가.』 (서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2018)

최동민. “국회예산처, 모병제 전환 13조 2,922억원(연간 2조 6천억원) 추가 예산 필요.” 『한

국방송뉴스』  (2020. 8. 27). http://ikbn.news/news/article.html?no=106141 

(검색일: 2021. 11. 23).

최창현･이광석･전상환.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 논의에 대한 분석: 정책논변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보훈논총』 제14권 1호(2015), pp. 93-123.

통계청. “보도자료: 2021년 인구동향조사 – 출생･사망통계[잠정].” (2022. 2. 22).

특별취재팀. “이대녀 42% ‘여성징병제’ 찬성..“우크라 보니 내 몸 내가 지켜야”.” 『조선일보』 

(2022. 5. 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90142?si

d=102 (검색일: 2022. 5. 9).

하채림. “3천t급 잠수함에 여군 탄다...내년 첫 선발 준비.” 『연합뉴스』 (2022. 5. 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202305?sid=100 (검색

일: 2022. 5. 24).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229호(2016년 9월 5주) - 군 생활과 모병제, 개천절과 단군 

(9월 통합).” (2016. 9. 29).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

nt.asp?seqNo=780 (검색일: 2021. 11. 23).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449호(2021년 5월 4주) - 경제 전망, 군대 관련 인식, 모병

제･여성 징집 등 병역제도 (5월 통합 포함).” (2021. 5. 27). https://www.gallup.

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13 (검색일: 2021. 11. 23).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https://www.jcs.mil.kr/user/indexSub.acti

on?codyMenuSeq=71157&siteId=jcs&menuUIType=sub (검색일: 2022. 4. 1).

KBS. “모병제 국민61% “찬성”...“초봉은 200만원 안팍”.” 『KBS 뉴스』 (2020. 10. 

17).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27635 (검색일: 2021. 11. 

23).

MBN. ““추가 재난지원금 반대” 58.5%...“모병제 찬성” 44.3%.” 『MBN 뉴스』 (2021. 11. 

4).https://m.news.nate.com/view/20211104n36601 (검색일: 2021. 11. 23).

Barnes, Julian E. “Navy moves to allow women on submarines.” Los Angeles

Times. February 24, 2010. https://www.latimes.com/archives/la-xpm-2010-feb-

24-la-na-women-subs24-2010feb24-story.html (검색일: 2021. 11. 23).

Berg, Jennifer, Chris Jackson and Talia Wiseman. “Support for drafting women 



268 ❚ 국방연구 65 ‒ 3

to the military has decreased since 2016.” Ipsos. August 4, 2010.https://

www.ipsos.com/en-us/news-polls/military-draft-women-support-2021 

(검색일: 2022. 5. 8).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Demographics of the U.S. Military.” July 13, 2020. 

https://www.cfr.org/backgrounder/demographics-us-military (검색일: 2021. 

11. 23).

Deutsche Welle. “Germany's lack of military readiness 'dramatic,' says Bundeswe

hr commissioner.” Deutsche Welle 20 February, 2020. https://www.dw.co

m/en/germanys-lack-of-military-readiness-dramatic-says-bundeswehr-c

ommissioner/a-42663215 (검색일: 2021. 11. 23).

National Audit Office(NAO). Ensuring sufficient skilled military personnel 

(2018).https://www.nao.org.uk/wp-content/uploads/2018/04/Ensuring-s

ufficient-skilled-military-personnel.pdf (검색일: 2021. 11. 23).

NATO. Summary of the National Reports of NATO Member and Partner Nations 

to the NATO Committee on Gender Perspectives (2020). https://www.nat

o.int/nato_static_fl2014/assets/pdf/2021/9/pdf/NCGP_Full_Report_2019.

pdf (검색일: 2021. 11. 23).

Norwegian Ministry of Defence. Report to the Storting (White Paper): Competency 

for a new era. Recommendation (Oslo: Norwegian Ministry of Defence, 20

13).https://www.regjeringen.no/contentassets/16eb33bcb4b847509f9f7b28

f7cfbefa/engb/pdfs/stm201220130014000engpdfs.pdf (검색일: 2022. 5. 8). 

Statista. “Distribution of active-duty enlisted women and men in the U.S. Military 

in 2019, by race and ethnicity.”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148

69/share-of-active-duty-enlisted-women-and-men-in-the-us-military/ 

(2021. 11. 23).

Statista. “Education levels of active duty United States Armed Forces personnel 

in 2019.”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32726/education-levels-of

-active-duty-us-defense-force-personnel/ (2021. 11. 23).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Rostker v. Goldberg, 453 U.S.57.” (1981).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10548/rostker-v-goldberg/ (검색

일: 2021. 11. 23).

The Local. “Majority of Swedes Back Return to Military Service.” The Local. Janu



인구감소시대 대안적 병역제도 연구 ❚269

ary 4, 2016. https://www.thelocal.se/20160104/swedes-tell-poll-bring-ba

ck-military-service (검색일: 2022. 5. 7).

Tsuneoka, Chieko and Alastair Gale. “For Japan’s Aging Military, the Future Is a 

Gray Area.” The Wall Street Journal, September 17, 2018.https://www.ws

j.com/articles/for-japans-aging-military-the-future-is-a-gray-area-1537

185600 (검색일: 2021. 11. 23).

United States Census Bureau “Quick Facts.” (2021)https://www.census.gov/quickf

acts/fact/table/US/RHI825219#RHI825219 (검색일: 2021. 11. 23.)

USCIS(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Military Naturalization Statisti

cs.” https://www.uscis.gov/military/military-naturalization-statistics (검색

일: 2021. 11. 23). 

US Congress.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s 2001(P.L. 106-

398; 114 Stat. 1654 A-136).” October 30, 2000. https://www.congress.gov

/bill/103rd-congress/house-bill/2401/text (검색일: 2021. 11. 23).

US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

cal Year 2017. May 2016. https://www.armed-services.senate.gov/imo/m

edia/doc/FY17%20NDAA%20Bill%20Summary.pdf (검색일: 2021. 11. 23).



270 ❚ 국방연구 65 ‒ 3

A Study of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System in the 
Era of Depopulation: Issues for Volunteer Military 

System and Women Conscription

Jinsoo Park

Keywords

Military Service System, Conscription System, Volunteer Military System, 
Women Conscription, Depopul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s of volunteer military system and female conscription, 

which are considered as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systems in the era of depopulation, 

and considers the policy approach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to. In this 

paper, after reviewing the volunteer military system from the perspectives of security 

threats, military recruitment, economic efficiency, fairness and social acceptance, it is not 

possible to introduce a full-scale volunteer military system at this moment. However,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ntroduce partially the volunteer 

military system, considering the social demands and its advantages. After reviewing the 

issues of female conscription such as discrimination in the military position, the readiness 

of facility and equipment to accommodate female soldiers and social acceptance to female 

conscription, this paper argues that female conscription can not be introduced at this 

time, However, it is argued in this paper that enlarging female soldiers is necessary and, 

in case of introducing a volunteer military system, female should be included in the 

recruitment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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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시부터 전쟁에 이르는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국가 비상대비업무 시 동원체제의 역할과 

국가 비상대비업무에 있어 동원체제가 중요한 전략적 요소임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 

비상대비업무와 국가 총력방위체제, 충무계획, 동원체제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결국, 국가의 

동원체제는 국가 총력전 수행을 위한 중요한 국가권력 작용 절차임을 재강조하였다. 또한, 국가동

원과 국방동원의 개념을 새롭게 구분하여 제시하고, 예비전력과 동원전력 개념의 구분을 시도하

였다.

이러한 국가 비상대비업무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요소인 동원체제에 의해 창출되는 동원전력

이 어떻게 역할 변화를 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는데, 국방동원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동원전력의 

역할을 평시에는 전쟁억제와 국지도발 및 비군사적 위협 시 지역방위작전, 전면전시에는 적의 

배합전 수행 차단,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대응 수단, 군의 국제적 역할 확대 시 활용,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등으로 재정립하였다.

이러한 동원체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하에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동원전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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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상비전력 감축에 따른 동원전력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어 온 지가 
벌써 20여 년이 지난 듯하다. 인구 급감에 따른 입영대상자 감소, 국방개혁에 의한 첨단장비 
전력화로 인한 병력 및 부대 감축, 상비전력 전력운영비 급증 등 상비전력 운영 및 유지에 
대한 부담이 날로 증대되어 동원전력의 역할변화와 이에 따른 국방동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
과 동원전력에 대한 실질적인 전력화의 필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전력형성에 있
어 동원전력의 위상은 지금보다 훨씬 비중이 커질 것이다.1) 미래에 있어서도 필요충분한 상
비군을 평시에 모두 완비해 놓을 수 없으므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동원전력을 유지해야 
할 것이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동원제도 또한 좀 더 세밀한 준비와 보완이 필요하다. 동원
제도의 준비와 보완은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
러나 현실은 국민과 주요 국방정책결정자들의 국방동원에 대한 인식의 부족,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 형성 부족, 동원부대의 장비 노후화와 보유율 저조, 현행업무 위주의 조직 운영, 상비
전력 위주의 예산 편성 등 실질적인 변화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국가비상대비업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부족과 관심이 저조한 분위기하에
서 대부분 비공개적인 비상대비 계획과 조직의 운영으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의 확대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또한, 국가총력방위체제의 의미와 국가의 비상대비 계획인 충무계획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업무조직의 열악성, 소관 정부부처의 관심 저하 등도 여러 가지 이유 중 한 
부분을 차지하며, 이에 따라 국가동원체제와 함께 국가동원체제의 한 분야인 국방동원에 대
한 인식과 관심도 저조한 실정이다. 국방정책에 있어서 국방동원업무에 대한 인식은 평소 
눈에 보이지 않는 후순위 업무이고 당장 성과가 보이는 업무도 아니며, 국민들의 시각에서
도 전역이후 예비군훈련 등과 연계되어 있고, 개인의 재산에 대한 동원지정으로 인한 불만 
제기 등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그러나 국가의 동원체제는 국가위기2) 상황 발생시 반
드시 필요한 국가위기관리3) 업무수행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국가비상대비업무와 국가총력방위체제와의 연계성

1) 현재 전시에 동원전력에 대한 의존도는 약 66%에 달하며, 병력 100여만 명, 산업동원 600여만 톤, 차량 15만여 
대, 건설기계 2만여 대 등이다. 현존 전력만으로는 전쟁수행이 제한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분석값이다.

2) 국가의 주권, 영토와 국민의 생명･재산 등 국가의 핵심요소와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
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안보분야 위기와 재난분야 위기로 구분한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서
울: 국가안보실, 2017).p.11.

3) 국가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대비하고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기획･조직･집행･조정･통제하는 제
반 활동과정을 말한다. 국가안보실(2017),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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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비상대비업무 수행절차를 소개하면서 국가의 안보위기 발생에 대
비한 대응계획과 안보위기 발생시 어떠한 절차에 의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지를 살펴보고, 
안보위기 발생시 국가총력방위체제와 이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충무계획과 국가 동원체제
와의 연관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계성 분석과 함께 국가동원과 국방동원의 개
념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예비전력과 동원전력의 의미를 제시하여 용어사용에 대한 구분을 
시도하였다. 국가의 국력, 전력, 군사력에 대한 의미와 국방동원체제가 국가의 국력, 전력,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성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동원체제에 
의해 창출되는 동원전력이 국방동원의 환경 변화에 따라 어떻게 역할변화를 할 것인가에 대
하여 기존의 연구 결과와 군사전략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통해 새로운 방향으로 재정립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가비상대비업무, 국방정책 등에 관한 정책 및 보고자료와 여러 군사연구기관
의 자료에 대한 문헌분석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연구자의 국가비상대비 관련 업무 경험
과 국방동원에 대한 여러 직책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부처 및 군에서 발간한 각종 
문헌이나 보고문서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였으며, 현직 및 기존 업무종사자들과의 인터뷰 및 
자문을 진행할 수 있었다. 

Ⅱ. 선행연구 분석

지금까지 비상대비업무와 총력전, 충무계획, 동원에 관한 다양한 연구, 세미나, 정책 토론 
등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자료를 분석하여 비상대비업무와 국가총력방위체제, 충무계획, 동
원체제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동원전력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 방향을 제시하고자 
선행 연구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김위수(2020)는 한국의 국가비상대비업무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가위기관리조
직의 취약점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하부조직과 위기관리 통합교육, 국가위기관리 전문
성 향상을 위한 충성도 등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통합교육과정 신설, 비상대비계획 
보완, 위기관리 조직운영의 통합, 국가비상사태 대비에 대한 정책과 법적 보완 등을 대응방
안으로 제시하였다.

김명선(2018)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비상계획 수립과 국가동원체제 구축이라는 연
구를 통해 비상대비정책 전개과정과 국가동원체제 구축과정을 분석하였으며, 비상대비체계
로 행정망을 구축하여 국가동원 구조를 형성하려 했던 과정, 국가동원이 군사적 대응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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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동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었던 점 등을 제시하여 비상대비체계의 영향력이 
약화된 배경을 분석하였다.

조규호(2014)는 우리나라 국가위기관리체계의 개선방향 고찰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가위기관
리체계를 재난과 비상대비체제로 구분하여 개관하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개선방
향으로 중앙정부 컨트롤 타워 설치,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책임의 재정립, 분산된 법령의 
정비, 실질적인 훈련 시행, 전문인력 양성의 활성화, 초기대응체제 확립 등을 제시하였다.

이덕로, 오성호, 정원영(2009)은 국가위기관리능력의 제고에 관한 고찰을 통해 국가적 위
기관리체계가 포괄적인 위기관리로 전환되고 있으며, 분산된 국가위기관리조직의 통합 및 
일원화가 필요하고, 비상대비 업무담당자들의 능력 제고와 다양한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임무를 확대･부과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한 훈련강화, 권한의 강화, 제도적 뒷받
침을 요구하였다.

이처럼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연구는 수행체계에 관한 내용이나 다른 체제와의 연관성 분
석보다는 비상대비 기구나 조직의 강화, 컨트롤 타워 역할 조직, 담당자의 능력 배양을 위한 
훈련 강화, 법령 등 제도적 보완 등을 강조하고 있다.

총력전에 관한 연구는 박계호(2012) 총력전의 이론과 실제라는 저서를 통해 남북전쟁시
부터 세계 1･2차 세계대전, 6.25전쟁에 이르기까지의 총력전 사례를 분석하여 한반도 전쟁
시 총력전에 대비한 제언으로 강력한 지도자, 국민의 정신자세와 의지 고양, 통합을 지향하
는 정치, 국제적 지지와 지원, 경제력과 전쟁지속능력 유지, 강한 군대, 예비전력 강화, 국방
과학기술 등을 제시하였다.

동원에 관한 연구로 정일성(2021)은 총체전력으로서의 예비전력 신개념 발전을 주제로 
한국군 예비전력의 실효성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총체전력 정책을 소개하고 한
국군의 예비전력 실태를 분석한 후, 예비전력의 신개념 정립과 발전방향으로 동원사단과 상
비사단의 전력배합, 동원사단에 대한 전력증강 우선 추진, 안정적인 예비전력 예산의 확보 
등을 주장하였다.

박종길(2020)은 바람직한 예비전력의 군사력 건설과 위상 확립을 위해서는 예비군이 국
군조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예비군 조직이 급변하는 대외 및 국내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설치 당시와 다르지 않은 이유로 법체계의 이중성을 지적하면서 국군조직
법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와 타 법과의 정합성 등을 분석하고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정철우･정동현(2020)은 독일 예비군의 개혁 내용을 분석하여 한국군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독일 예비군 개혁의 결과를 ‘상비군과 예비군의 유사시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이라 요약하여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총체전력 차원에서 예비군 개혁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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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립,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확대, 상비군과 예비군 간 연계성 강화 방안 검토, 예비군의 
전력화에 대한 책임･권한 격상 등으로 제시하였다. 

박민형(2018)은 상대적 약소국의 전쟁억제와 승리요인을 예비전력과 전시 동원체제로 분석
하여, 약소국의 전쟁승리를 위한 핵심요인 예비전력으로 제시하면서 이스라엘의 예비전력에 
의한 전쟁 승리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를 상대적 약소국인 한국군의 국방개혁과 비교하여 
경제성과 군사력 강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은 예비전력의 강화이며, 이는 예비군훈련 강화, 
예비군보류제도 전면 재검토, 전시대비 계획의 실효성 검토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박민형(2018)은 전쟁억제와 예비전력의 관계를 싱가포르 예비군제도를 사례로 분석하여 
제시하면서 한국 예비군 훈련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 한국군 작전영향 요소의 
변화를 출산율 급감과 병력 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으로 인한 병력감축의 압박요인 증가,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 문제 대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지상군
의 역할 변화로 인하여 예비군 훈련에 대한 새로운 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예비군 훈
련은 충분한 보상, 훈련 시행의 형평성, 훈련 일수 중가, 훈련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예비군도 병역의무라는 명확한 인식 필요 등을 발전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최병욱･강용관(2016)은 한국군 예비전력 정예화 전략을 교육훈련 분야를 중심으로  
SWOT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SO 전략에는 예비군훈련대 설치 법제화, 동원전
력사령부 설치 추진, ST 전략에는 간부비상근 복무제도 확대, 교육방법의 변화, WO 전략에
는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훈련 효과 극대화, 지원예비군 확대를 위한 노력, WT 전략에는 보
상방법의 다양화, 긍정적 인식 확산 등이다.

신다윗･정철우(2016)는 미국 예비군의 발전 사례를 통한 한국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주장으로 미국 총체전력 정책을 소개하고 정책 도입이후 성과를 제시하였다. 한국에 대해서
는 국군은 상비군과 예비군이 포함되어 일원화된 조직체계가 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정
비하여야 하며, 총체전력 정책을 도입하여 일부 예비군이 총체전력의 실질적인 구성요소로
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원영(2016)은 동원제도와 관련하여 인식의 문제, 법령체계, 동원체제 상의 문제점을 제
시하였으며, 전시 대비 발전방향으로 동원에 대한 긍정적 국민인식의 확대, 충무계획을 총체
적인 전쟁대비 계획으로 보완, 국가동원 전담조직 창설, 물자동원 단계별 생산 및 비축의 
안배, WHNS 지원체계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

배달형･김형규(2011)는 한반도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예비전력 역할 정립과 한국군의 과
제를 논하면서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단계적이고도 포괄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총
체전력 측면에서 예비전력 적정규모 판단, 통합성과 유연성에 기반한 동원 관련 법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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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선에 관한 발전, 예비전력의 동원 시기, 상황 및 절차 개선으로 적시성, 유연성을 확보
하여 전방군단의 즉응적 전투력 발휘 보장에 능동적으로 기여, 예비전력의 차등화 관리, 동
원지정제도, 동원 터미널제도, 권역화 지정 체계 등 예비전력의 적응성과 경제성, 전문성이 
강화될 수 방향으로 예비전력 운용체계 발전, 향방예비군 무기장비 현대화와 부족물자 확보, 
통합적 관점에서 실효적인 예비전력 관리체제 발전 등을 제시하였다. 

동원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다뤄진 핵심 주제어를 정리하면, 비상근 예비군제도, 훈련보상
비, 법령 개정, 인식전환, 동원집행기구 설치, 예비군 국군 조직화, 부분동원법 평시법화, 장
비 및 물자의 현대화, 예비군의 임무 및 역할 재검토, 예비군 훈련시간, 훈련방법 개선, 예비
전력 관련 예산 확보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분야별 한 개 주제 또는 부분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
시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선행연구자료를 토대로 국가 비상대비업무와 관련된 여러 분야와 
체제의 연관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연관성 분석을 통해 국가 비상대비업무 시 동원체제
가 가장 필수적인 전략적 요소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이러한 동원체제에 의해 창출되는 동
원전력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제시한 것이 기존의 선행연구와 다르다 할 것이다.

Ⅲ. 국가 비상대비업무와 국가동원체제의 연관성

1. 국가 비상대비업무와  국가총력방위체제

‘비상(非常)’이란 일상(日常), 평상(平常) 또는 항상(恒常)의 반대말로 대개 ‘일상적이지 않
다’라는 의미보다는 ‘긴급하다’ 또는 ‘뜻밖의 긴급한 사태’의 의미로 자주 쓰인다. ‘비상사태’
라는 말은 전시･사변4)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시를 의미한다.5) 따라서 국가 비상대비업무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비상사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반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국가위기’6)와 ‘국가위기관리’7) 개념과 다소 혼란스러운 점이 있으나, ‘국가 

4) 표준국어대사전 ①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천재(天災)나 그 밖의 큰 사건 ②전쟁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찰이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 ③한 나라가 상대국에 선전포고도 없이 침입하는 일

5)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6) 국가의 주권, 영토와 국민의 생명･재산 등 국가의 핵심요소와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
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안보분야 위기와 재난분야 위기로 구분한다.

7) 국가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대비하고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기획･조직･집행･조정･통제하는 제
반 활동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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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업무’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정부문서가 없으며, 국가비상
사태8)에 대한 구분과 비상대비 계획9) 수립에 대한 지침 등이 정부의 각종 비상대비계획이
나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각종 연구자료나 계획문서, 관련 법률 등을 살펴보면, 
국가위기관리 개념과 국가 비상대비업무 개념을 혼용하고 있으며, 위기관리와 비상대비업무 
간 어느 것이 상위의 개념인지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럽게 기술되어 있다. 따라
서 국가 비상대비업무와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정부의 각종 
계획문서를 보면, 국가 비상대비업무 수행절차에 있어 그 구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국가 비상대비절차는 안보위기가 발생 시 국가위기관리 단계를 거치면서 위기가 완화되거나 
초기에 위기가 해소되면 평시 또는 평화단계로 재전환되며, 위기관리 실패 시에는 전시전환
단계를 거쳐 전쟁수행단계로 전환되는 전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 비상대비업무라는 큰 
개념 속에 국가위기관리, 전시전환단계, 전쟁수행단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를 도식화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안보위기 시 국가 비상대비업무 절차

               통 합 방 위 사 태(병종, 을종, 갑종)

위협

수준
 위기발생

 전 면 전

 초기대응  전시전환

위 기 관 리

전 쟁 수 행

군 사 

조 치

정 부 

조 치

방어준비태세 

국지도발 대비 작전

작계시행 0단계
경계태세 3･2･1

작계시행 1단계 작계 시행 2단계

충무충무

3종

충무
동원 동원 계 엄

 위기완화

 (정전상태회복)

주요결심지점

출처: 김용석 “국가비상대비조직의 문제점과 미래발전방안연구” (서울:국민안전처,2015),p84.

그림Ⅳ-2 ‘상황구분 현 실태(종합)’을 참조하여 재작성

8) 여기서 말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충무사태’를 의미하며, 선포조건이나 내용에 관해서는 보안업무 규정상 생략함.

9) 국가의 비상대비계획은 ‘충무계획’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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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와 같이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관련 부서별 정부조치와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군사적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이러한 조치 절차를 통해 최대한 전쟁을 억제하여야 한
다. 억제가 불가할 때를 대비하여 억제 노력과 동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중요한 
결심이 이루어져 비상사태나 조치 사안별로 국회의 심의･의결, 대통령의 재가, 국무회의 심
의 등을 거쳐 선포하거나 조치를 하게 된다. 이러한 전체적인 절차를 국가 비상대비업무라 
할 수 있으며, 위기관리는 전쟁 억제를 위한 초기대응 단계, 전면전에 대비하는 전시전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안보 위기 발생 시 군사적인 조치와 정부조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그 당시 
상황판단이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된다. 예를 들어, 방어준비태세가 변경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군사적인 조치는 조건표에 의해 상황에 맞게 조치가 될 것이고, 이때 정부조치도 반드시 충무
사태가 발령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충무 사태가 선포되면 반드시 동원을 시행하
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결심절차에 의해 판단하고 건의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 국회,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대통령이 선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에 나타나 있는 각 단계별 
조치관계는 관련성은 있으나, 상호 필수조건도 아니며 당연한 연계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안보위기 발생 시 국가위기관리 절차에 의해서도 전쟁에 대한 억제가 실패했을 경우, 전면
전을 수행하는 전쟁 수행단계로 전환된다. 한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존이 달린 전쟁에서 
전투의 승패는 군인에 의해 좌우되지만, 승리의 뒷받침을 위해서 국가는 모든 정부기구를 
얼마나 신속히 전쟁을 수행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모든 국력 요소를 
국가동원을 시행하기 위한 법규, 절차, 조직을 통칭하는 국가동원체제에 의해 얼마나 효과적
으로 동원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전투는 군인이 하지만 전쟁은 국민이 한다’라는 말은 곧 
전쟁은 국가총력전 형태로 진행됨을 의미한다.  

‘총력전’이란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가진 모든 분야의 총력을 기울여서 수
행하는 전쟁’ 또는 ‘국가 각 분야의 총체적인 힘을 기울여 수행하는 전쟁’으로 정치와 경제, 
외교, 군사력, 예비전력 등 가용요소를 전쟁이라는 국난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동원하고 운용
하는 전쟁의 한 형태를 말한다.10) 이러한 총력전을 한국 합동참모본부에서는 『합동기본교
리』에서 ‘국가총력방위’라 하고 국가총력방위를 “국가가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
가를 방위하는 것으로 정치･외교, 경제･과학기술, 사회 및 문화와 군사 분야의 고유역량과 
활동을 유기적이고 상호 보완적으로 조직하여 국내외로부터 위협과 무력침략에 종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총력전쟁을 수행하는 것”11)이라 정의하고 있다. 

10) 박계호 .『영국과 미국의 국가비상대비 업무』(서울: 북코리아, 2021),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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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총력방위체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심의기구인 국무회의와 자문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정책의 수립과 집행기구인 정부 각 부처로 구성된다. 국가총력방위체
제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국가 총력방위체제

대 통 령

국무회의(의결)

국가안전보장회의(자문)
국 가 안 보 실

국무총리

중앙통합방위협의회

국방부

합 참

정부 각 부처

통합방위본부

비상대비,
재난/안전

관리
국가동원 군사작전

통합방위

민 방 위 동원자원 작전부대/작전지원부대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지도

           지휘

           지원

           협조

출처: 합동참모본부, 『합동기본교리』, p.34.

국가총력방위를 위해서 정부 각 기관은 모든 노력과 활동을 통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총력방위요소인 제 수단들을 통합하고 위협 또는 무력침략을 방위하는 모든 과정에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전쟁을 신속하게 종결함으로써 국가안
보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지도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국군통수권을 행사하고 

11)  합동참모본부, 『합동기본교리』,(서울: 합동참모본부, 2014).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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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포고와 강화 및 계엄선포 권한을 가지며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
할 때에는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하
여 전쟁을 지도한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 및 의결하며, 국가안보회의는 국가
안보에 관련된 대내외 정책과 군사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 자문에 응하고 국가총력방위
를 위한 전쟁대비와 수행방향을 국가전쟁 지도지침으로 제시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정부의 전쟁수행과 비상대비업무를 총괄하며, 통합방위법
에 따라 중앙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통합방위업무에 관하여 정부 각 기관의 업무를 조
정하고 통합방위작전본부장인 합참의장을 통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정부 각 기관의 
장은 충무계획에 따라 정부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업무를 하며, 전쟁수행을 
위하여 군･관･민 수요에 따른 소관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을 조직
화되고 법규화되어 있는 동원체제에 의해 동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그림 3> 국가총력방위 요소12)

지도자 리더십

상비 군사력

재정 및 경제력

사회･심리전외교력

국민의지 예비전력

과학기술력정치제도

출처: 박계호 .『영국과 미국의 국가비상대비 업무』(서울: 북코리아, 2021), p.34.

지도자는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제반 군사, 비군사 분야의 모든 억제수단들을 
적절히 사용하여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
반 억제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발발하였다면 총력방위요소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지도
하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처럼 안보위기 발생 시 국가 비상대비업무 수행절차 속에서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이 가
동되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총력적인 노력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국가 위기

12) 국가방위 6대 요소와는 구분되는 학문적 차원의 분석 내용임. 「통합방위법」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가방위 
6대 요소는 통합방위작전 수행에 필요한 방위전력 또는 지원요소로서 국군, 경찰･해양경찰기구, 국가기관 및 
지자체, 예비군, 민방위대, 국가중요시설(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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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시스템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전쟁 발발에 대비하는 제반 조치가 이
루어지며, 이를 위하여 단계별 조건에 맞는 각종 사태 선포, 군사적인 조치와 동원령, 계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국가총력전을 위해 
국가동원체제에 의해 가용한 국력을 동원하고 잠재군사력을 현존전력화하여 정부와 국민, 
군이 모든 국가 총역량을 결집하여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다.

2. 충무계획과 국가동원체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군에 군사작전계획이 있다면 정부에서는 비상대비계획인 ‘충무계
획’을 유지하고 있다. 전시 상황을 상정한 충무계획은 전시에 정부의 행정기능 유지 및 주민 
통제와 동원체제에 의한 동원을 통해 군사작전을 지원하며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보호를 
도모하여 효율적인 국가 총력전을 수행하려는 국가 비상대비계획이다. 다시 말해, 충무계획
(비상대비계획)은 국가가 전쟁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
해 세우는 계획이며, 한국은 매년 상황변화에 따라 충무계획(비상대비계획)을 수립하고 점검 
및 훈련 등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13)

정부는 6･25 전쟁을 교훈 삼아 1969년부터 충무계획(비상대비계획)이라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을 매년 보완 및 발전시키고 있으며, 충무계획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동원지정업체 등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및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시 어떤 조치를 취
하고, 인력과 장비 등을 어떻게 어디로 동원하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한, 국민생활은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충무계획의 작성 목
적은 크게 군사작전 지원, 국민생활 안정, 정부기능 유지에 있다. 인력, 장비, 물품, 예산지원 
등을 통해 군사작전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총력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식량, 의약품 
등 생필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공급, 부상자 치료, 피난민 구호 등을 
통해 전시에도 국민생활을 안정시키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의 전시체제 
운영,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정부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에 관한 계획
을 수립하여 정부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13) 행정안전부, “비상대비계획”, mois.go.kr (검색일: 202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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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충무계획 작성 체계14)

구  분 주요 포함내용 작성기관 승인권자

기본계획

  지침
• 해당년도 충무계획   작성방향 제시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대통령

기본계획 • 기본지침 변동사항을 구체화

• 자원동원소요 및 조정 사항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대통령

집행계획 주무부장관 국무총리

시행계획 시･도지사 주무부장관

실시계획 시･군･구장
(업체의 장)

시･도지사
(지정권자)

• 자원조사 및 지정 관련 사항
• 시･도별동원책임량 부여/배분

• 시･군･구별 동원책임량 부여
• 동원지정업체 임무고지

• 시･군･구 : 자원동원계획

• 동원지정업체 : 물자 인도/인수계획

충무계획 작성 체계는 해당년도 각 부처가 작성해야 하는 충무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작성 
방향을 기본계획 지침으로 전년도에 국무총리(행정안전부)가 작성하며 대통령이 승인한다. 
이를 기본지침으로 하여 전시 각 부처가 해야 할 기본적인 임무를 부여하는 기본계획을 국
무총리(행정안전부)가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 후에 전년도 4월에 각 부처에 통보하게 되는
데, 주로 기본지침상의 변동사항을 구체화하고 자원동원 소요에 대한 심의 및 조정 사항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각 부처의 임무에 대한 수행계획은 충무집행계획15)으로 각 주무 부처에
서 전년도 7월까지 작성하여 국무총리가 승인하며, 주로 자원조사 및 지정에 대한 사항과 
시･도별 동원책임량을 부여 및 배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각 광역시･도의 임무수행계획은 
충무시행계획이며,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전년도 9월까지 작성하여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주로 시･군･구별 동원책임량을 부여하고, 동원지정업체에 대한 임무고지 내용을 포
함한다. 각 시･군･구 및 동원지정업체는 충무시행계획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충무
실시계획을 전년도 11월까지 작성하여 광역시장 및 도지사, 동원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는다. 
주로 각 시･군･구의 자원동원계획과 동원지정업체의 물자 인도 및 인수계획을 포함한다. 동

14) 행정안전부, “비상대비계획”, mois.go.kr

15) 2021년 현재, 각 정부 부처 및 기관별 충무집행계획은 약 27종이며, 작성기관별 계획마다 고유번호가 부여된
다. 예를 들면, 충무2100(방송통신위원회/전시 방송매체 운영 및 방송기능유지), 충무2200(국가보훈처/전시 
보훈관리, 보상금지급, 자력관리, 국립묘지 관리), 충무3700(국방부/전시 병력동원 소집, 전시근로소집, 전시
동원 집행), 충무3200(교육부/전시교육･학교운영 및 학생보호), 충무4300(보건복지부/전시 의료지원, 혈액수
급 및 복지시설 운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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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정된 개인이나 물적 자원 소유주에게 전년도 12월에 임무고지서가 교부된다.
충무계획은 정부의 비상대비계획으로 전시에 군사작전 지원, 국민생활 안정, 정부기능 유

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 정부 부처 및 기관의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정부 
부처로부터 지방자치단체및 동원지정업체에 이르기까지 Top-Down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작성되고 있다. 위 그림에서는 주로 동원에 관한 사항 위주로 기술되어 있으나, 충무계획은 
군･관･민 전시수요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동원집행 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별 비상 
조치계획이 망라되어 있는 국가총력전 수행을 위한 비상대비계획인 것이다.

국가 비상대비계획인 충무계획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조치 중의 하나가 동원체제에 
의한 동원집행이다. 동원은 ‘평시 일상체계를 비상시 긴급체계로 전환하는’ 조치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표 1>에서와 같이 동원개념을 논할 때 주로 전시대비를 위한 군작전 지원 측면
에 주안을 두어 논하고 있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동원이라 함은 국가동원을 지칭하며, 국가동원 차원에서 동원의 개념
을 새롭게 정의해 보면,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군사작전 지원과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행정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관 수요
와 동원지정업체 등 민간 수요에 대한 모든 자원을 통제, 관리, 운용하는 국가 행위라 할 
수 있다. 

결국, 국가동원이란 시기상으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시에 실시되고, 동
원의 주체는 국가이며, 대상은 국가의 유형, 무형 자원이 모두 포함되고, 방법은 최대 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자원을 직접 통제, 운용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동원의 목표는 이용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신속히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군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민간 수요의 적정수급으로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경제력
을 확보함으로써 총력전 수행에 이바지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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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문헌상의 동원 개념

구   분 내          용

국

내

문

헌

KIDA

(1988)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시 전국민의 통일된 국가질서 수호의 정신하에서 정부가 사

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을 직접 주도하는 일체의 활동

비상기획

위원회

(1983)

전시 및 사변 등 비상시의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군사, 사회, 심리 등 국가

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국가의 총체적 행위

국방

대학원

(1998)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안전보장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의 

인력, 자원, 재화 및 용역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국가권력작용(국가동원)

군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쟁 혹은 기타의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로 전환시키는 것

(국방동원)

합동참모본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시에 한 나라의 인적, 물적, 기타 제반자원을 국가안전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 운용하는 국가권력작용

육군본부

(1990)

전시 또는 국가 비상사태시 한 나라의 인력, 물자, 재화 및 용역 등의 자원을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 운용하는 국가권력작용

새 우리말

큰사전

(1986)

군대의 평시 편제를 전시 편제로 바꿈. 전쟁에 필요한 여거 기관을 편제하여 특히 병사를 소

집함. 전시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안의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을 동일한 관리 아래 집

중함

국방부

(2020)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한 나라의 인적, 물적, 그 밖의 모든 자원을 국가안전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 및 운용하는 것

민병천

(1988)
잠재군사력의 현재군사력화

외

국

개

념

미국

(DoD/

1986)

국가자원을 모집하고 조직함으로써 전쟁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는 행위(The act of 

preparing for other emergencies through assembling and organizing national 

resources)

일본

(국가총동원

법)

전시에 대처하여 국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시킬 수 있

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하는 것

동원개념과 관련하여 개념의 실체화라 할 수 있는 것이 법체계 측면인데,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는 대통령령 이하로 제정된 것들을 제외한 것으로, ‘동원’이란 개념에 대
해 직접적인 표현을 최대한 지양하고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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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법체계 측면에서의 동원 개념

구분 법 규 조    항

총 괄

헌 법

• 23조: 국민의 재산권 한계 설정

• 37조: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국민의 자유, 권리 제한

• 39조: 국민의 국방의무

• 76조: 대통령 긴급명령

• 77조: 대통령 계엄선포권

• 89조: 군사주요사항의 국무회의 심의

• 126조: 국방상 사유 사영기업 공유화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 자원관리에 관한 총체적 명시

• 14조: 인력/물자 동원훈련

계엄법 • 9조: 특별조치원으로 동원 및 징발 권한 부여

인적

동원

민방위

기본법

• 2조: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 26조: 동원 명시

병역법

• 3조: 병역의무   

• 46조/49-50조: 병력동원 소집/병력동원 훈련소집

• 35-36조: 전시근로소집

• 83조: 전시특례

예비군법
• 2조: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에 대비

• 5조: 예비군 동원

물자

동원
징발법 • 각종 징발 총괄 규정

행정

조직

정부조직법 • 5조: 필요시 합의제행정기관 설치 가능

지방자치법 • 15조: 국가존립 관련 사항 지자체 사무처리 제한

그동안 남용된 ‘비상사태’ 용어의 후유증에서 ‘동원’이란 단어의 사용 및 표현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동원’ 개념을 국민의 권리에 대한 일방적인 통제 내지 제한이라는 
관점으로 인식하게 된 한 원인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동원에 대한 명확한 개념 및 국민의 
인식 없이는 진정한 동원제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라 하겠다. 

동원에 관련된 법규 중 가장 기본적이며 총괄적이라 할 수 있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도 인적 동원 및 물적 동원에 관해 총체적으로만 언급하고 있고, ‘자원관리’라는 개념을 도입
함으로써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고 있다. 물론, 전시 대기법으로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
(안)」을 준비하여 제13조에 ‘국가동원령’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 자체가 비밀로 분류되어 
있어 평시에는 국민들의 정확한 인식이 없는 가운데 동원을 논해야 하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국가동원에 대한 개념을 전시대비를 위한 군사작전 지원 측면 위주로 인식하여 국민의 권
리에 대한 통제로 생각하여 ‘동원’이라는 용어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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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동원과 국방동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림 5> 국가동원과 국방동원 

병력자원
군사작전 지원

인적자원

물적자원

국민생활 안정

정부기능 유지

국방동원

국가동원

출처: 정원영. “전시동원체제 문제점 및 발전방향”.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16-6차 정책포럼

<그림 5> 에서와 같이 국방동원은 국가동원의 일부이다. 그러나 병력 등과 같이 가시적인 
효과가 큰 자원을 국방부장관이 직접 관여하고, 장관이 발령하는 지역예비군동원이나 예비
군훈련 등도 동원의 성격을 띠고 있어 국방동원이 국가동원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다. 하
지만 이는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국방동원은 국가동원체제를 통해 전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력을 구비하여 군사작전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국가동원은 국방동
원의 목적과 함께 국민수요에 대한 적정한 수급으로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정부기능
을 유지하여 경제력을 지속 유지함으로써 국가 총력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전쟁지속능력을 
확보하는데 있다.

이러한 개념의 정립하에, 예비전력과 동원전력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다. 대부분 예비전력
과 동원전력을 혼용하고 있으나, 국가동원과 국방동원에 대한 개념과 연계하여 구분할 필요
가 있다. 예비전력은 상비전력을 현존 즉응 군사력이라 할 때, 상비전력을 제외한 총체적인 
의미의 국가 전쟁수행 능력이라 할 수 있으며, 국가동원이 ‘국력을 전력으로 결집시키는 것’
을 의미하므로, 국가동원 대상인 인원･물자･시설･경제･행정･정보･과학기술･산업 등과 민방
위까지 포함하여 절차에 의해 전력화할 수 있는 국력의 모든 요소를 총칭한다.

이에 비해 동원전력은 국가동원의 일부인 국방동원의 대상이 되는 요소들이며, 국방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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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전력화할 수 있는 전력을 의미한다. 즉, 잠재군사력의 현존군사력화를 국방동원이라 
할 수 있다. 잠재군사력이란 위기나 전쟁에 처해서 군대를 증강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데, 이는 국방동원의 대상이 되어 전시에 상비군의 증･창설 지원, 손실보충되는 인적･물적 
자원과 함께 재화, 용역, 시설, 행정 등의 요소와 전･평시 지역방위를 위해 소요되는 인적･물
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동원전력 또한 국가동원 차원의 예비전력의 한 부분전력이라 
할 수 있으나,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함이 필요하다.

<그림 6> 국방동원 절차

병력/ 전시근로 기술인력 산 업 수송 /건설 재정금융 정보통신 홍보매체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주 무 부 장 관

출처: 육군본부 「동원･예비군업무 실무지침서」, (2015)

<그림 6>은 국가동원 체제하에서 현존 군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동원전력에 대한 국방동
원 절차를 보여 준다. 주무부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국가동원 대상 요소들이 국가의 예비전
력이라 할 수 있으며, 국가동원 대상 요소들에 대한 수요자 측이 군이라는 점이 국가동원과 
국방동원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며, <그림 5>에서와 같이 동일한 동원절차에 의해 행
정기관 등의 관 수요에 대해 동원대상 자원을 동원하여 충족시키고 동원지정업체 등 민간수

대 통 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총괄, 조정)

육본/작전사

수임군부대/지역사

소 요 부 대 보급소/집결지

특별 및 광역시-도 지방병무(지)청

시 - 군 - 구

읍 - 면 - 동

인력 병력,전시근로물자,업체

집행(운영)계획 소요제기

동원운영계획

동원운영계획

소요제

소요제

동원명령 충무집행계획

충무시행계획

충무실시계획

영장교부
(임무고지)

소집통지서

교부

영장발부
지
방
자
치
단
체

軍
 
부
 대

동원대

충무기본계획

긴급동원요청

선조치

후보고

중앙 정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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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에 대한 동원 및 지원으로 국민생활 안정과 정부기능유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긴
급동원 시에는 절차를 축소하여 선조치하여 동원하게 된다. 

<그림 7> 국가동원 스펙트럼

평 화 불확실한 경고
(초기비상단계)

 국가비상 전 쟁 전쟁종결/
확  산

▲ 계획된 전력의

시차별 획득

▲ 민수용 재화의

 완전생산체제

▲ 동원기획/훈련

▲ 방위산업 생산 증대
   - 인가된수준의 

계획된 전력 충전
   - 전시 동원전력충전
   - 동맹국 지원

▲ 비상 생산능력 가동
   - 생산시설 확장
   - 장기선행수급

자재 구매    

▲ 동원전력 소집

▲ 비상체제 검토

▲ 1차소집

▲ 예비전력 동원

▲ 비상사태의
   의회 승인

▲ 현 생산능력의
  최대화 위한
  생산시설 확대

▲ 방산시설 확충
노력 지속/증대

▲ 동맹국간
연합전력
유지

▲ 생활필수품
생산유지

▲ 전시체제

  (완화된규정)

  하에서의

  생산최대화

 -실험, 특수화

 -무기/장비의대체

▲ 비상체제 가동

 -경제안정화 등

▲ 민수산업의  

군수산업으로 전환

▲ 승리

▲ 항복

▲ 휴전

협상

▲ 핵전

출처: Hardy L. Merritt. Luther F. Carter, “Mobilization And the National Defense”.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Washington, D.C.,1985.

국가 위기관리 또는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의 과정을 국가동원과 관련하여 진행과정을 분
석해 보면 <그림 7>과 같이 국가동원의 스펙트럼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 각 단계별 관련되
는 비용 및 정책은 국제관계의 상황과 인식된 위협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또한 정책결
정자들이 동원초기에 해야 할 일이 차후에 할 일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초기 
행동이 차후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각 국가별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 위기관리 또는 비상대비업무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평화시부터 전쟁에 이르게 되는 국가비상사태시에 국가동
원이 국가경제 및 산업, 행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국가 비상대비



국가 비상대비업무와 동원체제의 연관성과 동원전력의 역할 재정립 ❚289

업무와 국가 동원체제는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국가 동원체제는 국가 총력전 수행을 위해 
중요한 국가권력 작용을 시행하기 위한 법규, 조직, 절차를 통칭하며, 국가 비상대비업무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요소라 할 수 있다.

3. 국력, 전력, 군사력과 동원체제

국가동원을 ‘국력을 전력으로 결집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국방동원을 ‘잠재군사력의 
현존 군사력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력, 전력, 군사력과 동원과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국가총력전에 대한 이해와 동원체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위 국가 총력전
의 시대라 하여 국가의 최대자원을 전력 또는 군사력화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최소의 비용
으로 최대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가용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현역의 즉응태세 유지와 예
비군의 실질적인 전력화를 기하고, 유사시에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동원체제에 의해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국가의 전력으로, 군사작전에 필요한 군사력으로 만들
어야 하는 것이다.

국력이라 함은 국가가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총체적인 역량을 말한다. 
즉, 국력이란 국가동원의 대상이 되며, 국가안보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력을 전력으로 
결집시키는 것을 국가동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력은 국가의 전쟁수행능력으로서 국
력의 제요소가 전쟁수행을 위하여 조직화되어 하나의 집약된 힘을 형성할 때의 힘이라 할 
수 있으며, 군사전력, 정치전력, 사상전력 등으로 구성된다. 

국가가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력과 전력, 그리고 군사력이 일치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 국가는 그 국가의 능력에 맞는 
적정규모의 상비군사력만을 보유하고, 유사시 전력화할 수 있는 동원체제를 발전시키고 있다.16)

<표 3> 국력, 전력, 군사력의 개념과 동원체제와의 관계

16) 하대덕. 『군사전략학』.(서울: 을지서적, 1998). p.49,

구 분 개   념 내   용 동원체제와의 관계

국 력
국가정책의 집행을 위해 국
가가 동원할 수 있는 총체적
인 역량

• 국가정책 달성이 목표
• 물질/정신, 군사/비군사, 계량/비계

량적 요소 총망라
국가동원의 대상

전 력
국가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
하여 동원할 수 있는 총체적
인 역량

• 국방목표(전쟁수행)달성이 목표
• 전쟁수행력으로 조직화된 국력
(군사전력, 경제전력, 정치전력, 사상
전력 등)

• 동원된 국력
• 국력의 전력화
  (국가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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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병옥, 이원규, 『통일한국의 군사동원체제 연구』(서울: 한국국방연구원,1995), p.121-37

국가동원 중에서 군사적인 부분 즉, 잠재군사력의 현존 군사력화를 국방동원이라 정의하
였듯이 국방동원의 목표는 군사활동을 위한 인력, 물자, 재화 및 용역 등 적정량의 자원을 
적시에 적소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군사력의 확보, 보강을 의미
한다 하겠다. 그러므로 국력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동원체제가 필요하다. 
국력의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이것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결집시키지 못한다면 국가 목
표 달성이나 국가 총력전 수행태세에 의한 전쟁에서의 승리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력과 전력, 그리고 동원체제의 관계는 다음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전력
의 크기를 ‘Y’라 하고, 국력의 크기를 ‘X’, 동원체제의 효율성을 ‘m’, 군사력(무력)을 ‘Z’라고 
한다면 ‘Y=Xm + Z’이라는 공식이 성립된다. 이 공식에서 알 수 있듯이 전력(Y)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국력(X)의 크기와 병행하여 효율적인 동원체제(m)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림 8>에서와 같이 국가 총력전 수행 체제하에서 국가 자원을 최대로 발굴하고 전력화하여 
인적･물적 동원의 적시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동원체제를 발전시키고, 적의 기습적인 도발에 
대비하여 적시에 신속한 동원보장 및 동원전력의 즉각적인 전력화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8> 국력, 전력, 군사력과 동원체제와의 관계

군사력(Z)

전 력(Y)

국 력(X) Y = mX+Z

Y : 전력의 크기

X : 국력의 크기

Z : 군사력(무력)

m : 동원체제

동원체제(m)

출처: 장병옥, 이원규, 『통일한국의 군사동원체제 연구』(서울: 한국국방연구원,1995), p.121-37

구 분 개   념 내   용 동원체제와의 관계

군사력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직
접적이고 실질적인 전력의 
일부로서 군사작전을 수행
할 수 있는 군사적인 능력과 
역량

• 전력 중에서 군사전력
• 현존군사력/잠재군사력

• 잠재군사력의 
 현존군사력화
  (국방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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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동원전력의 역할 재정립

1. 국방동원 환경의 변화

국방동원의 환경은 여러 가지 변화요소가 있다. 먼저, 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면, 미래 국방인력 운용은 현역, 예비군, 민간인력을 대상으로 총체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국방개혁 2.0의 국방인력 구조 개편 계획은 2022년을 목표
로 한다. 계획에 의하면 상비병력은 50만 명대로 감축된다. 비전투 직위를 중심으로 한 민간
인력 규모는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국방개혁 2.0에서 목표하는 인력구조는 2030년대 초반
까지는 유효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참고하여 현역판정비율을 90%로 가정했을 때 2036년을 기점
으로 현역가용자원 숫자는 감소세로 전환된다. 2021년 기준 연간 현역가용자원은 28만명에
서 2040년 13만 명으로 급감하게 된다. 현재의 병역제도와 국방인력 관리 시스템에서 
2030년대 이후 현역자원은 소요 대비 충원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17) 현재의 인력
관리는 평시 군인 중심의 정원관리와 병력충원에 맞춰져 있는데, 미래 상비병력 축소, 민간
인력 확대, 예비군 역할 확대에 부합한 인력관리 체계로의 발전이 요망된다. 병역제도에 대
한 다양한 검토와 예비군의 운용에 대한 정책적 논의와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다음은 경제적인 군사력 유지 관련 사항으로, 고가의 첨단무기에 대한 운영유지비의 문제
이다. 무기체계는 획득 이후 장기간 이루어지는 운영유지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국방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운영유지비는 운영비(연료비, 탄약비, 운영요원비)와 유지비(장비유
지비, 성능개량비, 정비요원비), 지원비(지원장비유지비, 지원요원비, 부대운영비, 교육비 등)
으로 구성된다. 고가의 첨단장비일수록 정비비와 유지비는 지속 증가할 것이며, 상비병력의 
감축으로 인해 고가의 국내･외 외주정비비가 급증할 것이다. 총수명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유지비 산정 기준을 재정립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예산은 신규 
무기체계 획득 예산만큼이나 부담이 되고 있고,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원단계 
조정과 함께 개전초 산업동원 능력을 제고시키는 방안, 비축제도의 효율화를 통한 운영유지
비의 절감효과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포괄적 안보위협에 대한 국방대응체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될 것이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상에도 위기를 안보위기와 재난위기로 구분하고 있듯이 전통적인 안

17) 김경곤 외 7인. 『2022 국방정책 환경 전망』(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21),pp.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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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위협뿐만 아니라 비전통적 위협인 재난 등의 위기 시에도 국방조직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
다. 체제보강은 크게 인력과 장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방인력구조의 변화과정을 예상
해 볼 때, 상비병력뿐만 아니라 예비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예비
군을 평시에 동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대책을 강화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국력의 
신장에 따라 국제적인 기여도가 점증하고 있어국제평화유지 활동, 전구단위 연합훈련, 국가
간 국방협력, 전후복구지원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파병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현존전력인 상비전력을 본국에 최대한 보유하면서 상비병력과 예비군을 편조하여 부대를 파
견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네 번째, 국가 총력방위체제가 지속 유지되어야 하고, 발전되어야 한다. 1973년 미국의 
총체전력 정책이 발전되어 현재의 미국 예비군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미국의 예비군은 현역
과 동반전력으로서 전시의 임무수행은 물론, 평시의 주요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 총력방위체제 개념을 적용하여 국방부 및 합참의 주요 문서에 총체전력을 형성하기 위
한 많은 정책이 제시되어 있으며, 그 중 동원전력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민
국의 예비군제도는 미국의 총체전력 정책 이전의 개념과 유사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1993
년 법개정18)을 통해 새로 도입된 예비군 개념은 상비군의 보조전력 개념에서 동반자개념으
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며, 그 바탕은 상비군과 예비군이 동반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총체
전력과 전력배합19)의 개념에 입각하고 있다.

이는 우수하고 강력한 예비군의 건설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으며, 예비군에 대한 교육훈련
의 강화와 실전과 유사한 동원훈련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예비군의 
규모도 줄어 들고, 교육훈련의 강도나 일수도 약해지거나 줄어드는20) 즉, 질적 향상이 수반
되지 않은 채 양적으로 감소하는 기현상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육
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비상근예비군제도 법제화 등 동원전력에 대한 관심과 개선 노력은 
일부 있으나, 국방개혁 추진에 따라 많은 부대가 통･폐합되거나 상비병력의 감축이 현실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 총력방위체제 개념에 입각한 정부차원의 국가동원체제의 발전과 
함께 국방동원체제의 효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며, 전방지역에 배치된 군단 및 사단급 부

18) 예비군편성을 33세까지에서 전역 후 8년 차까지로 개정(1993년 기준 413만 명→320만 명으로 감축), 지역방
위 임무보다 전면전도발시 임무에 더 비중을 두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음.

19) 전력배합이란 평상시 적정수준의 상비군을 유지하고, 유사시 신속반응전력을 유지하면서, 유사시 부대재편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평시에 배합편성하여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부대배합법, 단위배합법, 기간편성볍, 손실
보충법이 있다.

20) 1992년 1월 1일부로 4박5일에서 3박4일로 감소, 1994년 1월 1일부로 3박4일에서 2박3일로 감소.  1999년
도부터 3박4일, 2004년도부터 2박3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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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평시 부대편성률 조정과 동원사단, 동원지원단 등 동원위주부대21)의 상비군 수준의 실
질적인 전력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다섯 째, 산업 및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최첨단 무기체계에 의한 전쟁양상이 예상되므
로 인적･물적 동원대상이 다양화될 것이며, 이에 따른 동원소요 판단, 대상 인력 및 품목 
산정, 적시적인 동원속도 보장을 위한 동원체제의 고도화가 요망된다. 현재의  국방동원체제
에서 동원소요 산정은 주로 병력 및 장비 편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특수한 임무
에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는 자격을 보유한 기술인력을 동원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
다. 상용기술의 발달과 첨단 상용장비의 보유량 증가 현상을 인식하여 이를 동원체제를 통
해 유사시 활용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부대별 장비편제표에 준해 유사한 장비를 동원
소요에 반영하는 방식의 물자동원체제에서 과감히 전환하여 부대별 임무수행에 필요한 상용
장비를 동원지정하여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끝으로, 동원에 대한 국민, 정부기관, 국방정책결정자, 군인들의 인식의 문제이다. 이는 국
가총력방위 수행의 중요한 기능인 국가동원에 대한 문제이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국가안보 문제를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 점차 국가 총력방위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마
저도 무관심하거나 잊혀지게 하는 추세이다. 또한, 정부의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인도
나 안보의식 조사결과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다. 국민의지는 국가총력전 수행의 
근간이 된다. 지도자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민의지를 결집시켜 전 국민이 전쟁목적에 공감
하고 전쟁목적을 달성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이러한 국민의지가 전시에 결집될 수 있는 것은 평시 국가 비상대비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 국가동원절차에 대한 이해와 동원령에 대비하여 실시하는 예비군훈
련 참여에 대한 예비군들의 의지와 국민들의 성원이 중요하다. 

국가동원에 대한 정부부처의 업무행태도 유사시 국가의 다양한 자원에 대한 동원이 원활
하게 이행될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또한,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국방정책결정자들
과 평시 동원훈련과 유사시 부대 증편 및 창설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역간부들의 상
비전력 위주의 정책추진으로 인하여 누적되고 있는 동원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저조한 
사실도 인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병력동원 위주의 동원훈련에 대한 예비군들의 참여의지 제
고와 정부차원의 국가 비상대비업무와 동원절차 및 보상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국가동원
령에 대비한 물자동원 훈련인 충무훈련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대상 지역과 자원의 확대 등
을 통한 자원관리 소관 정부 부처의 동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전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21) 육군의 동원전력사령부 예하부대로 평시 편성률이 10% 미만인 부대를 통상적으로 지칭한다. 주로 동원사단, 동
원지원단(동원보충대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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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원전력의 역할 재정립 

동원의 개념은 전쟁 양상 변화에 따라 발전되면서 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순수 군사 분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전 분야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제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동원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미국의 총체전력 정책(Total 
Force Policy)의 도입을 계기로 국가별로 국가 총력전 개념을 발전시켜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동원체제가 정립되었다. 

앞으로도 과학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새로운 안보위협의 부상으로 인해 전쟁 양상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동원전력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 
및 국방동원의 개념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동원과 관련된 법규, 조직, 절차를 
포함하는 동원체제도 변화해야 할 것이다. 결국 국가별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국가동원
전략과 동원체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 부처 간 보다 더 유기적인 협조와 동원자원 개발 
및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국방 동원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국가 비
상대비업무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요소인 동원체제에 의해 창출되는 동원전력의 역할에 대
하여 새로운 방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자료를 보면, 예비군의 임무와 역할을 크게 전시대비 전문군으로서의 역할과 
시민 자위조직체로서 시민군의 역할로 구분하고 있다. 전시대비 전문군으로서의 역할은 기
간화된 부대의 확장 소요에 대한 충원 역할과 전시 추가로 필요한 부대를 창설하여 상비군
과 동일한 임무수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예비군을 전시대비 전문군으로 
운용하고 있다. 시민군의 역할은 민･병일치 개념하에 생업과 국방업무를 병행하는 집단으로 
시민의 방위참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유지하는데, 이스라엘, 스위스, 한국 등이다. 임무면
에서는 상비군과 동일한 임무 수행과 치안유지, 대민지원 등 예비군 고유임무 수행으로 나
눌 수 있다.22)

우리나라의 경우 예비군 창설배경과 현재 예비군법에 명시된 임무를 분석해 보면 너무 다
중적이다. 국방환경의 변화 요인들은 이러한 우리 예비군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예비군법 제2조 임무에 명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전시 동원대비, 무장
공비 소멸, 무장소요 진압, 중요시설 및 병참선 경비, 민방위 업무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비군의 임무와 역할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최초의 향토예비군
은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에 대한 방어(향토방위)를 주 임무로 하는 시민자위 조직체로서 출

22) 장병옥･이원규. “예비군의 역할과 임무는 재정립되어야 한다.” 『주간국방논단』제518호(서울: 한국방연구
원,1994). p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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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였으므로 핵심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전시 병력동원자원 관리조직체 역
할이다. 1970년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 이후 기존의 병역법 제5절 병력동원소집에 근거한 
전시 병력동원에의 대비 기능을 향토예비군의 임무에 부가하여 전시 병력동원자원 관리조직
체의 역할이 추가되었다. 셋째로는 국민 안보의식 고취의 매개체 역할 역할이다. 예비군은 
군과 민의 중간적 성격의 조직으로 신분상으로는 민간인이나 임무 및 역할은 군의 성격으로
서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23)

그러나 국방동원 환경의 급격한 변화 요인들은 예비군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함
께 국방동원 개념의 재정립을 포함한 동원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동원 또는 
예비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은 현재의 예비군의 위상, 역할 및 임무 등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 총력전에 의한 전쟁수행 개념과 평시 통합방위작전에 부
합된 군사력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예비군의 임무와 역할은 전시대비 전문군 역할과 시민군
의 역할로 구분하기보다는 군사력의 주요 구성요소로서의 역할을 식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군사력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군사적인 능력과 역량을 말한다. 군사력은 현존군사력과 잠재군사력으로 구성되
며, 잠재군사력은 동원에 의하여 군사력으로 전환되는 동원전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러한 동원전력은 상비전력과 함께 군사력의 구성요소로서 전･평시 군사력의 전략적 역할에 
기여하게 된다. 군사력의 역할은 최상위로는 국가이익으로부터 국가안보목표, 국방목표를 
토대로 도출되어야 한다.

이에 기존의 연구자료와 현재의 동원전력의 역할, 다변화되는 미래환경에 부응하는 동원
전력의 전략적 역할을 종합하여 재정립시켜나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평시 전쟁 억제수단으로서의 역할이다. 동원전력을 지금과 같이 사후처리를 위한 전
력이 아니라 사전 예방차원의 전력으로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도록 핵심전
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원전력에 대한 신뢰성을 확립한 후, 이러한 억제
력을 대외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적으로 하여금 우리의 동원전력이 강력한 능력
과 전투력을 보유한 억제전력으로 인식하도록 상비전력 수준의 장비 및 물자의 현대화는 물
론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통해 강한 전투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를 대내외적으로 현시하
여야 한다.

둘째, 국지도발 및 비군사적 위협 시 지역방위작전 수행을 위한 대응수단으로서의 역할이

23) 장병옥･이원규. “예비군의 역할과 임무는 재정립되어야 한다.” 『주간국방논단』제518호(서울: 한국방연구
원,1994). p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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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측되는 미래 한국의 안보환경은 강릉 침투사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사이
버 위해 등 경험한 바와 같이 북한의 다양하고도 지속적인 침무 및 국지도발 위협이 증가할 
것이며, 주변국과의 잠재적인 분쟁 가능성이 있고, 재해재난, 테러 등의 비군사적 위협 등 
포괄적인 안보위협이 증가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하고도 즉응적인 대응능력이 
필요하며, 적시성과 통합성, 유연성은 물론 동원속도가 보장되는 동원체제에 의한 대응태세
가 필요하다.

셋째, 적의 전면적인 도발 시 전･후방지역에 동시 침투하여 전방부대의 후방과 사회기반
시설, 산업시설 등이 밀집한 주요지역에 대한 파괴와 교란을 목적으로 하는 적 특수작전부
대에 의한 배합전 기도를 차단하는 역할이다. 이를 위해 국가 총동원령 발령 이전에도 전면
전 징후가 식별되면 적시적인 부분동원령 등을 통해 주요 부대의 완편과 동원위주부대의 주
요 보직자들의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동원준비태세의 확립이 필요하다. 또한, 실효성있는 통
합방위태세를 유지 및 발전시켜 전･후방지역에서 동시에 발생가능한 적의 배합전 기도를 차
단함으로써 정부기능을 유지하여 국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국가동원체제에 의한 동원집행
을 보장하며, 전시 전력제공국의 전개를 보장하는 등 후방지역의 안정을 회복하고 유지하여
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방위작전을 수행하는 예비군들의 무기 및 장비의 현대화, 훈련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한 발전이 필요하다.

넷째, 평시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대응전력으로서 비군사작전 수행에의 기여이다. 이는 전
통적인 안보위협뿐만 아니라 비전통적 위협인 재난 등의 위기 시에도 국방조직의 체계적이
고 조직적인 대응이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방위 6대 요소 중의 하나인 예비군을 통합방
위 개념아래 포괄적인 안보위협에 활용한다는 인식과 정책, 운용체제가 필요할 것이다. 재난
동원에 관해서는 훈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약하므로, ‘국지전 등 위기극복을 
위한 부분동원에 관한 법률(안)’을 전시대기법에서 평시법으로 전환하여 예비군을 적시에 활
용할 수 있도록 법적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군의 국제적 역할 확대에 따른 동원전력의 활용이다. 유엔 평화유지활동에의 적극
적인 참여, 다국적군 평화활동, UAE와의 국방교류협력활동,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대응체제 
구축 및 활동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국제적인 활동범위와 규모가 확대될수록 군의 
역할이 기본적인 임무 이외에도 점차 다양화되고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현존전력인 상비전
력 위주의 활용보다는 예비군을 포함한 동원전력도 상비군과의 편조 개념을 적용한 해외 파
병 등을 통해 상비군과 함께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능력과 태세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매개체로서 동원전력의 역할이다. 동원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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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체자는 국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의 지원과 공감이 없다면 동원전력의 질적인 
동원준비태세의 발전과 자발적인 동원속도의 증가, 훈련참여 의지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지원과 안보의식의 고취를 위한 예비군을 중심으로한 동원전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따라서 동원전력의 임무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예비군들과 
동원지정 대상 자원의 소유주 및 업체 등에 대한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예비군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훈련에 임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지원정책 등이 이루어질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준비된 동원전력으로서의 인식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국가 비상대비업무와 동원체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특히, 국가 총력전수행 체제하
에서는 동원체제에 의하여 모든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적시에 동원하여 정부와 국민, 
군이 총역량을 결집하여 전쟁을 억제하고 동시에 전쟁에 대비하며, 전쟁을 치르게 된다.

국력을 국가안전보장의 목적을 위하여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전력으로 결집시키는 것이 
국가동원이며, 이러한 국가동원 중에서 군사적인 부분 즉, 잠재군사력의 현존 군사력화를 
국방동원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국방동원의 목표는 군사활동을 위한 인력, 물자, 재화 
및 용역 등 적정량의 자원을 적시에 적소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 국가의 국력
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이것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국가동원체제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국가 총력전 수행태세에 의한 전쟁에서의 승리는 기대하기 어렵다.

국방동원의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인구의 급감, 첨단무기에 대한 유지비의 부담 
증가, 포괄적 안보위협의 증대, 전쟁양상의 변화에 따른 동원대상 자원의 다양화, 동원에 대
한 인식부족의 확대 등 불리한 환경하에서 동원전력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분석
과 재정립이 필요하다. 

동원전력은 평시 또는 위기발생시 동원에 의한 현존 전력의 확장을 통해 전쟁억제 수단으
로서의 역할과 국지도발 및 비군사적 위협시 지역방위작전의 주력, 전면전시 적의 배합전 
시도에 대한 대응전력, 비전통적인 위협에 대한 기여, 군의 국제적 역할 확대에 따른 현역과
의 동반전력으로서의 활용,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매개체로서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동원전력에 대한 인식과 운용 개념의 발전에 따라 그 역할이 다양하게 증대될 것
이다. 또한, 국가안보차원에서 동원전력은 평시 경제적인 전력유지와 전시에는 전쟁수행능
력과 전쟁지속능력을 제고시키는 기본적인 국가안보전략의 요소로서의 효율성과 경제성,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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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지향적인 전력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효용성 또한 매
우 높다.

이러한 동원전력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동원의 개념에 대한 재정립을 통
해 국방동원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국방동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국방정책 결정자들로부터 국가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정부의 소관부처 담당자, 군부대 담당
자들에 이르기까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예비군 당사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
가 절실하다. 이러한 관심, 지지와 성원은 동원전력에 대한 의존도가 급증하고 있는 국방환
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인식의 전환과 정책결정자들의 정책적 지원,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유지된다면 결국은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원전력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동원전력 수준
에 대한 냉철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시 단기간 내에 잠재군사력을 현존군사
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동원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며, 전환 이후에 상비사단과 동일한 수
준으로 싸울 수 있는지, 전쟁지속능력을 지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분명한 인식
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식하에 동원전력에 대한 혁신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클라우제비츠가 말했듯이 전쟁은 국민과 정부, 군이 삼위일체가 되어 치러진다고 하였다. 
동원전력 또한 국민과 정부, 군이 함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준비하여 만들어 놓아야 하는 국
가안보전략의 중요한 한 요소이다. 동원전력에 대한 무관심과 인식이 없는 가운데 반복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 ‘동원은 다 잘 될거야’, ‘당연히 동원되는거 
아닌가?’ 하는 막연한 기대속에서 전쟁에 임하게 된다면 개전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위기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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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emergency 
preparedness work and mobilization system,

Redefining the role of mobilization force

Kwon Sam

Keywords

National emergency preparedness work and National total defense system and  
Chungmu Plan and Mobilization system, Natioal power and War power and
Military power and Mobilization system,
National mobilization and national defense mobilization, Redefining Roles

From peacetime to war, the role of the mobilization system in national emergency 

preparedness work to ensure national security and the mobilization system in national 

emergency preparedness work are presented as important strategic elements. It was 

re-emphasized that the state's mobilization system is an important process for the 

operation of state power to carry out a national all-out war. Also, I tried to separate the 

logic between Reserve War Power from National Mobilization and Mobilization Force 

from National Defense Mobilization System. 

Since there is a lot of change of National Defense Mobilization’s circumstances, I 

redefined the roles of mobilization force. In ordinary time, It is a deterrent to war is one 

of the roles. And Perform local defense operation when local provocation and nonmilitary 

threat is coming, block the enemies’ combination tactics in total war, manage response 

forces to take care comprehensive security threats, contribute in military’s international 

role, such as, dispatch troops; could be the roles of Mobilization Force, also.  Finally, 

it is to become medium for reserve forces to be inspired in sense of national security.

In conclusion, the necessity of policy support was presented so that it could be reborn 

as a mobilization force capable of performing a new role under the right awareness of 

the important of such mobilization system and the support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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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본문 속에서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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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각주표시로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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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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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대표 저자의 이름을 별표 각주에 다시 명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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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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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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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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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논문들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과 국제정치
제38권 제3호, 2022년(가을) 통권 117호

『한국과 국제정치』는 1985년 창간되어 연 4회 발간되는 경남대 극

동문제연구소의 국문 정기간행물로서, 남북한의 대내외 정치와 한

반도의 주변 정세 및 통일전략, 그리고 미․중․러․일 및 아시아 국가들

의 정치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는 전문 학술지입니다.

2004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되는 등 꾸준한 질적 발전

을 이루어 왔으며, 앞으로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

해” 학술적 분석과 이론 형성에 이바지하는 학술지를 지향할 것

입니다.

• 미중 간 군사 기술 경쟁과 세력 전이: 인공지능, 자율무기체계 군사 기술을 중심으로

이재준(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 일본의 아태지역 통상정책: 지역레짐으로서 TPP/CPTPP

석민규(국민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사과정)･박창건(국민대학교 일본학과 조교수)

• 제4차 한일회담 예비교섭을 중심으로 본 이승만의 위협인식과 미국

강여린(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

• 북한 저발전의 정치 논리: 탈사회주의 체제이행국 비교

김정(북한대학원대 부교수)

한국과 국제정치 원고모집 안내

보내실 글은 순수 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보내신 글은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출판된 논문의 저작권은 경남대 극동문제연

구소에 귀속됩니다.

∙발 간 일: 3/ 6/ 9/ 12월 말일 (원고 수시접수, 투고순으로 게재 결정)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 (최대 150매 이하)

∙원고접수: (03053)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5길 2(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편집실

전화: 02) 3700-0708

온라인투고: https://ifes.kyungnam.ac.kr/ifes/6714/subview.do



▮ 투고를 환영합니다 ▮
국방정책연구는 국방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이론적 ․ 실증적으로 다룬 논문과 연구 자료를 수록하는 전

문학술지로서 2008년 학술진흥재단의 국내학술지평가에서 ʻʻ등재학술지ʼʼ로 선정되었습니다. 학계와 연구

기관의 연구자들, 관련 업무 전문가들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다음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기고를 바랍니다.

A. 다른 곳에 발표되었거나 발표될 예정으로 있는 글이어서는 아니 되며, 순수한 창작 논문이 아닌 경우에는(연구 

프로젝트의 요약이나 재정리 등) 그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B. 기고된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기준에 따라 실리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본지는 기고된 원고의 반환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원고 보내실 곳：한국국방연구원 KIDA Press 국방정책연구 담당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37 (02455)    전화 / 02)961-1291

한국국방연구원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 http://jdps.kid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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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태지역 주요국의 ‘안보협력 경향’에 관한 연구 / 김명수, 정재호

•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잠정조치 사례연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함 억류 사건을 중심으로 / 고은수

• 효율적 우주작전을 위한 합동우주부대 편성방안 / 박지민

• 휴대전화를 활용한 내부고발과 국방정책 의제설정 변화:

토픽모델링 분석 / 변석언, 하민, 황원준

• 청년층의 병역이행 형태별 노동시장 성과 분석:

첫 일자리 취업연령 및 임금을 중심으로 / 김승태, 김욱기

• 국방 신속획득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신기술 활용의 통합적 관리 문제를 중심으로 / 박시우, 김법연, 권헌영



통일정책연구 제31권 1호 2022

통일연구원은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며,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통일정

책연구』를 연 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관련 연구자분들의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일반논문

• 북한 연구와 신유물론의 접점: 일상생활연구를 위한 ‘행위적 실재론’·‘사이보그 선언’의 방법론적 가능성/
박민주

• 북한의 상징 정치: 김정은 시대 삼지연 중심으로/ 박성열·정원희·한지만

• 북한 대기오염방지정책과정의 영향요인 연구: 조직행태 모델의 적용/ 허선혜

• 파키스탄 및 북한의 핵전략 연구: 비핀 나랑의 ‘비대칭 확전 태세’의 접근과 한계를 중심으로/ 김민성·임현지

• EC-121기 사건과 미국의 한반도 위기에 대한 대응/ 김차준

• 통일 이후 남북 사회통합 요인분석: 북한이탈주민 FGI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신재은·조문영·이석원

• 한중수교 이전 양국관계 발전과정을 통해 본 비정부행위자의 역할 및 정부와 협력관계 (1979~1989년)/
서수정

통일정책연구 원고 모집 안내

▶ 기고할 논문은 순수 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원고매수는 국문 원고지 120매 내외입니다.

▶ 문의 및 제출처
∙ 통일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 및 http://kinu.jams.or.kr 공지사항 내 제출양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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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가 전 략
제28권 3호, 2022년 가을 [통권 제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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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패권경쟁과 인공지능 군사력 경쟁 / 차정미

• 1960년대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검토 연구 / 정재욱

• 트럼프행정부의 대북 강압외교와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 / 김성만

• 한국군 정보수사기관의 역기능과 개혁에 대한 역사적 고찰 / 이규정·김병조

• 지구적 법인세 협상의 국제정치경제: 미국의 협상 전략을 중심으로 / 이승주

• 카자흐스탄 권위주의 체제 성립과 권력승계: 권력의 제도화와 정당성을 중심으로 / 정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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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50-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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