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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연설문을 통해 추론한

한국 전략문화의 속성*

백자성**, 윤지원***

Ⅰ. 서론

Ⅱ. 전략문화 이론과 주요 쟁점

Ⅲ. 대통령 연설문에 대한 텍스트 분석

Ⅳ. 한국 전략문화의 추론

Ⅴ. 결론

* 이 논문은 제1 저자가 박사학위 과정에서 한국 전략문화를 연구하기 위해 역대 대통령 연설문의 의미망을 구성
한 후 정체성과 위협인식이라는 변수를 활용하여 그 속성을 추론한 중간 결과임. 깊은 혜안으로 논문의 완성도
를 높여준 익명의 세분 심사위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 육군인사사령부,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박사과정 수료

*** 교신저자,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

이 논문의 목적은 대통령 연설문이라는 정치적 수사를 추적하여 정체성과 위협인식이란 변수

를 가지고 한국의 전략문화를 추론하는 것이다. 안보와 관련한 역대 대통령 연설문 285편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추론한 한국 전략문화의 속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 지배의 경험은 한국에 있어 위협인식의 원천이 되고 있다. 둘째, 위협과 민족정체성 

간 trade-off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민족정체성이 강화되면 북한의 위협은 과소평가 

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위협인식에 있어 인지부조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위협이 

민족정체성과 상충할 때 강하게 나타난다. 넷째, 위협인식에 있어 화이질서(華夷秩序)의 전통적 

세계관이 부분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속성은 주로 일본 및 중국과의 관계에서 작용할 수 있다. 

한국 전략문화의 속성을 더 포괄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전략문화의 변수를 확장하고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핵심어 : 전략문화, 정체성, 위협인식, 안보 정책, 전략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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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12월 현재도 
여전히 진행형이며 예상과 달리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과 러시아의 전략적 의도를 몇 가지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먼저 러시아의 전략적 
의도를 유라시아 중심 국가로서의 러시아 정체성과 연계하는 관점이다.1) 부연하자면 러시
아에 있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고 사를 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주의에서 
핵심적인 지리 공간이라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은 지정학적 위협이라기보다는 
정체성에 한 위협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체는 푸틴이 
오랫동안 가꾸어온 유라시아주의를 현실에 옮기려는 행보의 시작이라는 관점이다.2) 유
라시아주의에 의하면 러시아는 서로마와 동로마를 계승한 제3의 로마이고 러시아 정교는 
그 영혼이다. 따라서 모스크바는 모든 동방정교와 세계 문명의 수도가 돼야 한다는 당위성
이 부여된다. 우크라이나의 서방 편입은 바로 이러한 유라시아주의에 반하는 현상이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전략적 의도는 서
구에 한 취약성과 강 국의 지위에 한 특권의식에서 형성됐다는 관점이다.3) 여기에서 
러시아의 특권의식은 유라시아 국가들에 한 전방위적 영향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이는 
유라시아주의라는 러시아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는 견해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이
와 같은 연구를 통해 유라시아주의라는 러시아의 정체성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 국가가 당면한 안보 상황과 관련해 
정책적 판단, 특히 군사력의 사용과 관련된 판단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치는 해당 국가 고유
의 문화적 요소를 전략문화라고 한다.4)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표적인 국제정치 구조로 형성되고 있
는 상황에서 지리적 경쟁 공간의 중심부에 속한 한국은 국가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복
잡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 상황에서 한민국이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하느
냐는 핵심적 국가이익에 지 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 안보 상황과 관련한 
정책적 판단이나 전략적 선택에 있어 국제정치학적 관점뿐 아니라 전략문화 차원에서도 충

1) 김성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의미와 영향.” 슬라브학보제37권 2호(2022), pp. 1-33.

2) 윤평중. “우크라이나 전쟁의 철학적 성찰.” 철학과 현실제133호(2022), pp. 81-95.

3) Götz, Elias & Staun, Jørgen. “Why Russia attacked Ukraine: Strategic culture and radicalized 
narratives.”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VOL. 43, No 3(2022), pp. 482-497.

4) 황일도. “북한의 전략문화와 군사 행태: 핵무기 개발, 재래식 전략 배치, 연평도 포격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
교 박사학위 논문(2012),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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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국 전략문화의 속성을 규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략문화를 상으로 한 국내의 선행연구 자체가 많지 않다. 홍용표5), 김백
주6), 조화성7), 황일도8), 손효종9), 이정완10), 김태현11) 등은 북한의 전략문화를 연구하였으
며 온 원12)은 유럽의 전략문화, 이내주13)는 영국의 전략문화, 박창희14)는 중국의 전략문
화, 양희용15)은 미국의 전략문화를 연구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그 상을 살펴보면 한국 
전략문화의 속성을 연구한 논문은 없다. 한편 황일도와 박창희는 전략문화 변수를 활용하여 
전략문화 속성을 추론하였다. 황일도는 북한의 전략문화에 관한 연구에서 정체성･위협인식, 
규범체계, 정책선호라는 세 가지의 변수를 통해 그 속성을 추론하였다.16) 박창희는 중국의 
전략문화에 관한 연구에서 전쟁관, 전쟁의 목적, 군의 역할, 국민의 지지라는 핵심 변수로 
하여 중국의 전략문화를 분석하였다.17) 따라서 이 논문은 황일도와 박창희의 연구와 같이 
합리적인 변수를 활용하여 한국 전략문화의 속성을 추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통해 러시아의 전략문화 속성 중 유라시아의 강 국이라는 정체
성이 전략적 선택에 지 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국
익과 국가정체성은 상호작용과 되먹임을 통해 국가이익을 규정하고 공고화하기 때문에 나타
난다.18) 한편 국익이나 국가정체성을 손상하거나 부정하는 요인을 일반적으로 위협이라 한
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정체성과 위협인식이라는 분야로 한정하여 한국 전략문화를 추론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존슨(Jeannie L. Johnson)이 제시한 방법론 중 정치적 수사를 추적
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 전략문화를 추론할 것이다. 이를 위해 표적인 정치적 수사라

5) 홍용표. “북한의 전략문화와 안보 정책.” 연구총서 2000-34(2000).

6) 김백주. “북미협상과 북한의 전략문화.”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01).

7) 조화성. “북한의 전략문화와 핵 협상전략에 관한 경험적 연구.” 국제정치논총제49집 5호(2009).

8) 황일도(2012).

9) 손효종. “북한 전략문화와 핵 개발의 전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6).

10) 이정완. “북핵위기 분석에 있어 전략문화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전략환경 인식과 정책선택의 메커니즘.” 한성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20).

11) 김태현. “북한의 공세적 전략문화와 지정학: 촉매적 방어확증을 중심으로.” 한국국가전략통권 제9호(2019).

12) 온대원. “유럽의 전략문화와 EU의 안보 역할”, EU연구제24호(2008).

13) 이내주. “근대 영국의 전쟁방식과 전략문화: 리델 하트의 ‘간접 접근’ 테제를 중심으로”, 영국연구 제30호
(2013).

14) 박창희. 중국의 전략문화: 전통과 근대의 부조화(파주: 한울, 2015).

15) 양희용. “미국 전략문화의 관점에서 본 이라크 자유작전.” 국제관계연구제24권 2호(2019).

16) 황일도(2012).

17) 박창희(2015).

18) 윤도원(2021),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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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는 통령 연설문에 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안보 관련 주요 서사의 맥락을 
파악하고 이러한 맥락들을 한국 사회의 정치․사회․문화 분야에 관한 기존 연구 결과들과 접
목하여 문화적 속성을 추론할 것이다.

이하의 논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이 논문의 전개와 관련된 전략문화 이론을 
개관하고 3장에서는 역  통령 연설문에 한 텍스트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4장에서는 
텍스트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한국 전략문화의 속성을 정체성과 위협인식을 중심으로 추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서 한국 전략문화의 바람직한 변화방향
을 제시할 것이다.

Ⅱ. 전략문화 이론과 주요 쟁점

1. 전략문화의 출현 배경과 일반적 정의

전략문화라는 개념은 스나이더(Jack L. Snyder)가 1970년  후반 미국의 제한 핵 사용 
전략에 해 소련군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관한 연구에서 처음 사용했다. 그는 핵전략과 관
련된 일반적인 신념, 태도, 행동 패턴들은 문화적 차원에 해당하는 요소로서 쉽게 변화하지 
않고 지속성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스나이더는 이러한 전략문화의 틀을 활용하여 소련과 미
국의 핵 교리(doctrine) 발전과정을 설명하면서 선제공격과 공세적 군사력 사용을 선호하는 
소련군의 경향은 러시아 역사에서 나타나는 안보 불안과 권위주의적 통치로부터 비롯되었다
고 설명하였다.19)

전략문화 연구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스나이더는 전략문화를 ‘핵전략에 관하여 국가전략
공동체 구성원이 지시나 모방을 통해 습득하고 공유하는 아이디어, 조건적 정서 반응 및 습
관적 행동 패턴의 총합’이라 정의하고 있다.20) 부스(Ken Booth)는 전략문화의 논의범위를 
핵 문제뿐만 아니라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까지 확장하면서 ʻ국가의 전통, 가치, 태도, 행동 
패턴, 습관, 상징, 성과, 그리고 환경에 적응하고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에 관한 문제를 해결
하는 특별한 방법ʼ이라고 전략문화를 정의했다.21) 존스턴(Alastair I. Johnston)은 전략문화
를 ʻ장기간 지속되는 전략적 선호들을 형성하는 데 작용하는 논증, 구조, 언어, 은유, 추론 

19) 박창희. 군사전략론: 국가대전략과 작전술의 원천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9), pp. 391-392.

20) Snyder, Jack L. “The Soviet Strategic Culture: Implications for Limited Nuclear Operations.” A 
Project AIR FORCE report prepared for the United States Air Force (1977), p. 8.

21) Booth, Ken. “The Concept of Strategic Culture Affirmed.” Strategic Power (1990),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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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상징의 통합체계ʼ라고 정의하였다.22) 한편 박창희는 전략문화를 ‘전쟁 및 전략에 관해 다
른 행위자와 명확하게 구별되는 신념, 태도, 행동 패턴’으로 정의하고 있다.23) 이러한 정의들
을 참고하여 이 논문에서는 전략문화를 ‘국가의 안보 정책 및 전략과 관련한 한 국가의 전통, 
가치, 태도, 행동양식, 관습, 상징, 그리고 환경적응 및 문제 해결에 한 독특한 방식 등의 
집합’으로 정의한다.24)

2. 전략문화의 변수 선정

전략문화이론을 개별국가의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고자 할 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분
리해내는 데 있어 아직 신뢰할만한 방법론을 정립하지 못했다는 학계의 비판이 있다.25) 존
슨은 외교와 안보 정책의 결정을 분석할 때 문화를 변수로 포함하는 전략문화의 기본개념에
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분석을 위한 신뢰성 있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보 
정책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면서도 국가의 문화 중에서 가치가 높은 요소로 국가의 문화 
변수를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6) 그는 그러한 기준을 제공하는 문화 변수로 정체성
(identity), 가치(values), 규범(norms), 인식 렌즈(Perceptive Lense)를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정체성 변수는 국민성의 특성,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궁극적인 운명에 한 인
식을 말하며 국가 스스로가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인식하게 함으로
써 외교와 안보 정책의 방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주예자티(Murhaf Jouejati)는 시리아에 
관한 연구에서 자신을 ʻ아랍 권리의 옹호자ʼ라고 인식하는 시리아의 자아 정체성이 현실주의
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중동전쟁 참전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27)

국가의 정체성은 현실적 국가이익을 규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므로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상황은 국가이익에 한 중요한 도전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도전요인은 특정 안보 
상황에서 현실적 위협으로 작용하므로 정체성과 위협인식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를 지

22) Johnston, Alastair I. “Thinking about strategic culture.”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4. 
(spring 1995), p. 46.

23) 박창희(2019), p. 394.

24) 홍용표(2000), p. 8.

25) Lantis, Jeffrey S. “Strategic Culture: From Clausewitz to Constructivism.” Comparative Strategic 
Cultures Curriculum Project (2006), pp. 14-16.

26) Johnson, Jeannie L. “Strategic Culture: Refining the Theoretical Construct.” Comparative 
Strategic Cultures Curriculum Project (2006), p. 11.

27) Jouejati, Murhaf. “The Strategic Culture of Irredentist Small Powers: The Case of Syria.” 
Comparative Strategic Cultures Curriculum Project (2006), p. 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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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전략문화의 속성을 추론하기 위해 그 변수를 정체성과 위협인식으
로 우선 고려하고자 하는 이 논문의 연구범위 설정은 타당하다.

3. 전략문화의 변화 가능성

전략문화에 관한 부분의 연구는 국가 행위의 영속성 또는 반영구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반 로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문화에 관한 연구에서는 문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28) 존스턴은 전략문화의 지속성은 인정하면서
도 역사적 사건이나 정치적 재편성을 계기로 발생하는 변화에 주목하였다. 란티스(Jeffrey 
Lantis)는 외부 충격이 현존하는 신념에 해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고 과거의 역사를 침식
함으로써 전략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사례로 1990년  발칸에서의 비
극이 독일 지도자들에게 독일 전략문화의 전통적 범위를 벗어나 인도주의적 차원의 정책
안을 선택하도록 하는 촉매로 작용하였다고 제시하였다.29)

만약 우리나라가 고 로부터 중국의 유교적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면 그 당시의 전략
문화를 당연히 유교적 전략문화로 통칭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제 식민 지배와 정부수
립,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문화적 배경이 여전
히 유교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의 전략문화가 과거와의 단
절은 아니더라도 역사적 경험을 통해 당연히 그 무엇인가로 변화되어 있다고 추론함이 타당
하다. 따라서 정치적 수사의 추적을 통해 현재 한국의 전략문화를 추론하기 위해 이 논문에
서는 통상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 이후로 불리는 김영삼 정부 이후의 통령 연설문에 한 
텍스트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시기적 한정에도 불구하고 전략문화의 지속성과 점진
적인 변화 가능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한국 전략문화의 속성을 추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4. 전략문화 추론 방법론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전략문화가 국가의 전략적 선택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은 인정하면서도 전략문화를 어떻게 추론할 것인지에 관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완전한 의견
일치가 안된 것으로 보인다. 존슨은 전략문화를 추론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론을 정립하면

28) Baylis, John  外. 박창희(역)  현대전략론 (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p. 93.

29) Lantis(2006), pp.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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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민족지학(民族誌學, Ethnography)30) 및 사회학(Sociology)의 방법론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방법에는 설문조사(polling)나 초점집단(focus group)31) 등 널
리 사용되는 기법이 포함된다. 그는 전략문화나 관련 분야에서 연구하는 학생들 및 학자들
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략문화를 추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32)

첫째 특정 안보 현안에 관한 질문을 선정하여 추론하는 방법, 둘째 역사적 참고문헌에 관
한 연구를 통해 추론하는 방법, 셋째 시민 모집단(population)을 활용하여 추론하는 방법, 
넷째 다양한 텍스트33)의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 다섯째 정치적 수사를 추적하여 추론하는 
방법, 여섯째 중의 공공행동 관찰을 통해 추론하는 방법, 일곱째 미디어와 예술계의 산물
을 평가하여 추론하는 방법, 여덟째 제도적 영향을 평가하여 추론하는 방법, 아홉째 국가적
으로 사용되는 상징의 분석을 통해 추론하는 방법, 열째 국가의 재정 집행행태를 분석하여 
추론하는 방법 등이다. 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방법론 중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전략문화
를 추론하기 위해 존슨이 제시한 정치적 수사를 추적하는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Ⅲ. 대통령 연설문에 대한 텍스트 분석

1. 정치적 수사로서 대통령 연설문의 적절성에 관한 논의

정치적 수사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한국의 전략문화를 추론하기 위해 김영삼 정부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  통령들의 연설문을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정치엘리
트, 특히 통령들이 공유하고 있는 규범들과 그것들이 공유되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해주
기 때문이다.34) 또한 통령들의 정치적 수사는 국가나 국제적인 행사에서 이루어지는 연설을 
통해 가장 보편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통령의 연설문은 
행사에 관련된 역사적 인식, 당시의 국내 및 국제정치 상황과 관련한 일련의 서사(narrative)
가 이루어지므로 통령들이 공유하고 있는 규범의 맥락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30) 민족지학(또는 民俗誌學)은 인간 사회와 문화의 다양한 현상을 정성적, 정량적 조사기법을 사용한 현장 조사를 
통해 기술하여 연구하는 학문의 분야이다. (출처: 위키백과)

31) 초점집단이란 민의를 심도 있게 파고들어 쟁점․요구를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여러 명의 관련자를 모아 질
문하거나 논의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출처: 21세기 정치학대사전)

32) Johnson(2006), pp. 15-24.

33) 여기에서 텍스트란 주로 역사, 사회, 문화 등에 관한 교과서나 교재 등을 의미한다.

34) Cortell, Andrew P. & Davis, James W. “Understanding the Domestic Impact of International 
Norms: A Research Agenda.”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2, No 1(2000), pp.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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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함에도 한 국가의 전략문화를 추론하기 위해 통령들의 연설문을 분석하는 것이 적
절한지에 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은 문화의 구조35)와 한 국가의 전략문화
를 유지하는 주체(keeper), 문화와 행동의 불일치 가능성에 한 논의에 맞닿아 있다. 먼저 
문화의 구조에 관한 논의이다. 샤인(Edgar H. Schein)은 조직문화에 관한 연구에서 문화의 
구조를 [그림 1]과 같이 3개 층위로 구분하면서 중심으로 갈수록 조직 외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하였다.36) 첫 번째 층위는 가시적인 수준으로서 인공물, 행동 방식 등이 
있다. 두 번째 층위는 조직 내 공유된 가치(values)이다. 샤인에 따르면 가치란 외부인에게
는 행동 방식보다 더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특별한 상징적 수단을 통해 외부인에 의해 
추론되는 것이다. 조직문화의 세 번째 층위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가진 기본신념(basic 
beliefs)과 가정(assumptions)이다. 이 기본신념과 가정은 매우 깊게 자리하고 있어 개인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추론하고자 하는 한국 전략문화의 층위는 조직
문화의 구조에서 말하는 가치와 신념(beliefs)이다. 따라서 통령 연설문과 같은 상징적이
고 가시적인 상의 분석을 통해 전략문화의 근간이 되는 안보에 관한 전략적 가치와 신념
을 추론하는 방법은 타당한 연구 방법이다.

다음은 전략문화의 주체에 관한 논의이다. 정치엘리트들은 국가나 사회에서 통용되는 신
념을 존중하지만 다양한 국가의 기록들은 그들이 전략문화 전통에서 요구하는 범위의 한계
를 언제, 어떤 수준으로 한정 지을 것인지 자의적으로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조직문화의 구조

출처: https://thedesignkc.blogspot.com/2021/06/scheins model of organizational culture.html

(검색일: 2022.5.20)의 내용을 한글로 재구성

35) 샤인(Edgar H. Schein)은 ‘The Dimension of Organizational Culture’라고 표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의미상 ‘차원’보다는 ‘구조’라는 용어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36) “Schein’s Model Of Organizational Culture,” https://thedesignkc.blogspot.com/2021/06/scheins 
model of organizational culture.html (검색일: 202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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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문화 이론가들은 이와 같은 판단이 정치엘리트들을 문화의 전략적 이용자로 본 견해
와 일치한다고 주장한다.37) 이러한 관점에서 전략문화 유지의 주체를 정치엘리트 집단으로 
보는 관점은 적절하다. 이는 정치엘리트들이 공유하는 정치적 규범이나 가치들이 그 국가의 
전략문화 계통(strain)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역  통령
들의 공식적인 연설문을 통해 한국의 전략문화를 추론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방법론은 그 
타당성을 가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문화와 행동의 불일치 가능성에 한 논의이다. 부연하자면 통령 연설문은 
당시의 상황과 여론 등을 고려한 단순한 정치적 수사이며 실제 의도와 행동은 다를 수 있다
는 지적이다. 전략문화이론의 발전과정에서 클라인(Bradley Klein) 등 2세  연구자들에 
의해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그들은 그람시(Antonio Gramsci)의 헤게모니 개념을 전
략문화에 접목하였다고 평가된다.38) 그람시에 따르면 헤게모니란 지배 집단인 정치엘리트
들이 사회 정의를 위해 피지배 집단에 부과하는 전반적인 방향에 한 다수의 자연 발생적
인 합의이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는 피지배 집단이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사회 질서의 변
자로서 지배 집단을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는 정치적 수사와 행동
의 불일치 가능성에 관한 문제 제기보다는 오히려 전략문화의 주체로서 정치엘리트를 규정
하는 데 논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통령 연설문을 통한 전략문화 
추론 방법이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2. 텍스트 분석을 통한 연설문의 의미망 구성

역  통령 연설문을 분석하기 위해 통령기록관에 탑재되어있는 전자자료를 활용하였
다.39) 다만 문재인 통령의 연설문 자료는 통령기록관에 공식적으로 탑재되지 않은 관계
로 한민국 청와  홈페이지에 탑재된 통령의 말과 글 자료를 활용하였으며40) 주로 안보
적 서사와 관련이 많은 행사의 연설문 위주로 285편을 수집하여 처리 및 분석하였다.41)

다양한 텍스트 분석기법 중 이 논문에서는 파이(phi)계수42)를 활용한 의미망 분석

37) John Baylis 外(2009), pp. 91-92.

38) Alastair I. Johnston(1995b), p.15.

39)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검색일: 2021.9.8).

40) https://www1.president.go.kr/c/president-speeches (검색일: 2021.9.10).

41) 주로 취임사, 신년사, 장교임관행사, 각종 기념행사(3․1절, 현충일, 6․25전쟁, 광복절, 국군의 날 등), 안보 관련 
국제회의(UN총회, PBEC, SDD 등), 각종 안보 이슈 시 대통령 연설문으로서 A4 용지 약 500매 분량임.

42)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각각 사용되는 경우보다 얼마나 많은지 나타낸 지표로서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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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antic network analysis)기법을 적용하였다. 연설문에 사용된 단어들과 단어 간의 파
이계수로 의미망을 만들면 관련성이 큰 단어를 중심으로 텍스트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43) 총 18,653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연설문 자료에서 1,915개의 명사를 추출하고 
이 중에서 연설문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명사를 제거하였다. 그중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120여 개의 명사를 선별하여 파이계수를 활용한 의미망을 구성하였다. 
특히 연설문의 명확한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유의어를 하나의 표 명사로 처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예를 들어 6･25전쟁, 6･25동란, 한국전쟁 등을 모두 한국전쟁으로 처리하였으며 
한국, 남한, 한민국 등은 모두 한민국으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처리된 역  

통령 연설문의 의미망 구성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에서 점의 크기는 해당 단어가 
다른 단어들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써 크기가 클수록 다른 단어
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분석하는 데 있어 눈여겨봐야 할 단어이다. 점과 점을 연결하
는 선의 굵기는 두 단어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척도로써 선이 굵을수록 연결되는 두 
단어의 관련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점의 색은 단어들의 관계가 가까워 자주 함께 사용되고 
있는 그룹을 의미하며 색이 같으면 자주 함께 사용되는 단어들이다.

큰 단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음.

43) 김영우. 쉽게 배우는 R 텍스트마이닝 (서울: 이지스퍼블리싱, 2021), pp. 17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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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역대 대통령 연설문의 의미망 구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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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전략문화의 추론

1. 정체성에 관한 인식

통령 연설문의 의미망에서 국가정체성에 관한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된 의미망을 
분리하면 [그림 3]과 같다. ‘ 한민국’이라는 단어를 통해 국가정체성과 관련하여 분석하면 
첫째, ⓛ번 경로를 통해 일제로부터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가
라는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②번 경로를 통해 한국전쟁으로부터 지켜낸 자유민주주
의를 정체(政體)로 한 국가라는 맥락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③번 경로를 통해 인권, 민주주
의, 자유 등 유엔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는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 국가정체성에 대한 추적

이러한 과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 한민국’과 ‘민족’ 간의 낮은 상관관계이다. ‘민족’이라
는 단어는 ‘ 한민국’과 3∼4단계를 거쳐 연결된다. 의미망 분석만을 통해 보면 한반도가 남
북으로 분단된 상태에서 한민국은 단지 민족의 반쪽이므로 한민국이라는 정치체제와 민
족은 동일시될 수 없고 어떤 측면에서는 국가정체성의 강화 자체를 단일민족의 운명과는 상
반되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인의 민족정체성을 흔히 단일민족주의라 부른다. 이는 한민족이 오랜 역사 속에서 여
러 민족과 문화가 뒤섞이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민족집단으로 묶일 수 있는 공유된 정
체성과 역사, 관습과 지리적 공간 등을 확보해왔다는 인식에 기초한 결과이다.44) 이러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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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민족주의는 구성원을 하나로 단결시키고 자부심을 부여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지나칠 때는 
배타적 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45)

논의를 진전시키기 전에 민족정체성에 관한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의미망을 
분리하면 [그림 4]와 같다. ‘민족’이라는 단어를 통해 민족정체성과 관련해 분석하면 첫째, 
①번 경로를 통해 일제로부터 독립운동을 통해 지켜낸 상으로 자주독립이 유지돼야 한다
는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②번 경로를 통해 운명공동체라는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③번 경로를 통해 화해를 통해 통일하고 번영을 추구해야 할 존재라는 맥락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민족정체성에 대한 추적

민족정체성과 관련된 세 번째 맥락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민족이 처한 상황을 
남북으로 분단되어 결하고 있는 상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민족은 
운명적으로 하나이어야 하는데 한민국과 북한이라는 국가로 분단되어 있다 보니 민족의 
번영이 가로막혀 있다는 인식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민족정체성이 국가정체성과 중첩되는 
부분으로서 두 가지의 정체성이 경합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와 민족
정체성에 관한 기존 연구 결과와 부합한다.

한국에서는 민족개념과 국가개념을 구별하는 경향이 강하다. 일반적으로 보면 혈통, 언어, 
전통 등 귀속적･문화적 차원의 공동체를 지칭할 때 민족(na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시

44) 석인선･곽미아. “민족정체성과 다문화 역사에 관한 연구.” 민족사상제14권 3호(2020), p. 377.

45) 이제봉. “한국의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 다문화교육연구 제5권 1호(2012), p.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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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적･정치적 영향력이 행사되는 정치 공동체를 말할 때는 국가(state)란 개념을 주로 사용한
다.46) 한국에서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구분이 의미를 갖게 된 것은 한반도가 분단되면
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국가가 민족의 지리적 범위를 포괄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국가로 나뉘게 되면서 국가와 민족정체성이 서로 충돌하게 되었다.47)48) 따
라서 통령 연설문에서 ‘ 한민국’이라는 단어와 ‘민족’이라는 단어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
나는 현상은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경합 관계에 기인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통령 
연설문의 성격상 두 가지 정체성 간의 갈등 관계는 연설문에 직접적으로 표현될 수 없다. 
따라서 연설은 ‘ 한민국’과 ‘민족’이란 두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 패턴으로 나타날 것
이므로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한편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경합 관계는 계속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한반도의 남북에 각각의 정부가 수립되면서 사실상 한반도에는 ‘하나의 민족, 두 개
의 국가’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는 실존하는 두 개의 분단국가 체
제는 일시적인 현상으로써 극복되어야 할 현실이며 한반도 전역에 걸친 통일된 단일국가 건
설을 통해 하나의 국가를 완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49) 하지만 분단이 지속되면
서 한국에서 이러한 인식에 변화가 오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강원택은 한
국의 젊은 세 가 그들의 정체성의 지리적 공간을 한반도의 남쪽, 즉 한민국에서만 찾으
려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한민국 민족주의라고 부른 바 있다.50) 정한울도 문화체육관광부
에서 1996년부터 10년 주기로 세 차례 실시한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결과를 토 로 
한국 사회에서 국가정체성뿐 아니라 민족정체성에서도 남한과 북한을 별개의 민족으로 보는 
분리주의적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51) 이제 한국 사회에서 점진적으로 단일민
족주의에 한 인식에 변화가 오고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역  통령 연설문에 나타난 한국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간 경합 관계와 
민족정체성의 변화가 전략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한국의 전략문
화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의 정체성을 논의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경
합 관계에 있는 두 가지의 정체성 중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위협에 한 인식이 달라

46) 정한울. “대한민국 민족정체성의 변화: ‘Two Nations-Two States’ 정체성 부상에 대한 경험적 연구.” 평화
연구 제25권 2호(2017), p. 47.

47) 강원택.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15년의 변화.” EAI 워킹페이퍼(2020.11.17), p. 1.

48) 정영철. “국가-민족 우선의 통일론에 대한 성찰.” 통일인문학제74호(2018), pp. 228-229.

49) 정한울(2017), p. 48.

50) 강원택(2020), p. 1.

51) 정한울(2017),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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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가정체성에 중점을 둔 관점이라면 북한의 위협에 해 
더 민감하게 인식하여 현실적 접근을 통해 위협에 직접으로 응하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
다. 반 로 민족정체성에 중점을 둔 관점이라면 단일민족인 북한의 위협에 해 덜 민감하
게 인식하여 화해와 통합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포용적인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의 민족정체성이 변화하여 ‘두 개의 민족, 두 개의 국가’라는 인식이 정착된다면 남북 간의 
관계를 온전한 국가 간의 문제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경합 관계에 있으면서 변화하
고 있는 두 가지의 정체성이 동일 평면상에서 어떤 좌표를 가지느냐에 따라 한국의 전략적 
선택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현상이 한국 전략문화에 있어 하나의 특성으로 
파악될 수 있다. 요약하자면 한국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은 동일 평면상에서 경합 관계
에 있으면서 특정 안보 상황에서 그 좌표가 결정되는 경향을 현재 한국전략문화의 주요 특
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역  통령 연설문에는 두 가지 정체성 중 어느 하나가 명확하고 일관되게 두드러지지 
않으면서 혼재되어 있다. 이는 한민족과 남･북한이라는 두 국가가 공존하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과 남북관계에 한 인식의 맥락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한반도’라는 단어는 국가정체
성과 민족정체성을 동시에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한반도’라는 단어와 상관관계가 높은 
평화, 비핵화, 평화 정착 등의 단어들은 국가정체성 기반의 단어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는 지리적 공간을 국가정체성과 연계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는 의미이다.

한편 ‘남북’이라는 단어는 남한과 북한이라는 국가를 지칭하는 단어로도 사용되고 있고 분
단돼있는 민족을 지칭하는 단어로도 사용된다. 다시 말해, ‘남북’이란 단어도 ‘한반도’처럼 국
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을 동시에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이라
는 단어와 상관관계가 있는 단어들을 보면 한반도와는 다르게 비핵화, 분단, 통일, 평화, 
립 등 양 개 정체성 기반의 단어들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는 흔히 사용하는 ‘남북’이라는 
용어에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이 혼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체제가 다른 두 국가
이면서 같은 민족이라는 남북관계의 이중성으로 인해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을 양극으로 
하면서 양자를 결합, 절충하는 다양한 남북관계 및 외관계의 성립이 가능하게 된다.52) 

여기에서 연설문 분석에서 나타난 민족정체성의 첫 번째 맥락에 주목할만한 부분이 있다. 
바로 민족이 처하고 있는 상황의 인식에 관련된 부분이다. 현재 한민족이 처한 상황을 분단
된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은 민족을 운명공동체로 보는 시각만큼이나 당연시된다. 하지만 현
재 한민국을 둘러싼 국제정치 구조로 인해 주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민족의 진

52) 이병수. “남북관계에 대한 반성적 고찰: 체제와 민족을 중심으로.” 통일인문학제48호(2009),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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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자주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관점은 민족의 분단에 
외세가 개입되어 있음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다.53) 또한 한국 사회의 성격을 제국주
의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반(半) 자본사회’로 규정한 1980년  이후 등장한 민족해방(NL)계
열의 인식이기도 하다.54) 이러한 인식은 민족의 분단에 개입했거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상, 또는 민족의 자주독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인식되는 주변국에 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할 것이므로 전략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연설문에서 ‘민족’과 ‘자주
독립’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한국 사회에 편향된 민족주의 경향이 나타
나면 특정 주변국에 해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위협인식

통령 연설문 의미망에서 ‘위협’과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을 분리하면 <그림 5>와 같으며 
‘위협’과 관련된 맥락들을 쉽게 추적할 수 있다. 첫째, 위협의 주체 및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단어를 제외하고 ‘위협’과 상관관계가 있는 단어인 ‘전쟁’과 ‘도전’을 추적하면 ‘국난’, 
‘역사’, ‘분단’, ‘비극’으로 중간 수렴한다. 여기에서 다시 ‘국난’과 ‘비극’은 ‘한국전쟁’으로 최종 
수렴하고(경로 ①, ②), ‘역사’와 ‘분단’은 ‘식민지’로 최종 수렴하며(경로 ③, ④), ‘비극’은 ‘제
국주의’로도 최종 수렴한다(경로 ⑤). 이를 통해 한국의 위협인식 기저에는 일제 식민 지배와 
한국전쟁의 경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분석한 바와 같이 한국 전략문화에서 위협인식의 원천은 일제의 식민 지배와 한국전쟁에 
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한국전쟁에 한 

인식이다. 한국전쟁을 북한 공산정권이 일으킨 전쟁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사건으
로 인식하는 맥락도 있으나 전쟁의 원인을 분단에서 찾는 인식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분단’
과 상관관계가 높은 단어는 ‘광복’, ‘식민지’ 등으로 결국은 한국전쟁도 그 원인을 일제의 식
민 지배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정리하자면 현재 한국 전략문화에서 위협인
식의 원천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 지배에 한 경험이고 이러한 이유로 일본에 해
서는 상황에 따라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이 앞에서 설명한 
민족정체성과 결합하면 북한과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에 한 위협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53) 이병수(2009), pp. 19-20.

54) 황대일. “1980년대 이후 민족해방계열 학생운동 변화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쟁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pp.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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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위협인식의 원천에 대한 추적

둘째, 북한의 위협에 한 인식 문제이다. 연설문 자체만 놓고 보면 ‘위협’과의 상관관계는 
‘북핵’보다 ‘미사일’이 높게 나타난다.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 아산정책
연구원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35.7%가 북
한의 핵실험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34.6%가 북한의 핵은 

미 협상용이기 때문이라고 답하였고 32.1%가 북한이 우리나라에 핵 공격을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55) 한편 한국일보와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2013년 4월에 공동으로 
발표한 ‘한일 국민 의식 여론조사’에서는 한국인의 76.6%, 일본인의 84.7%가 북 핵실험에 

해 위협을 느낀다고 나타났다. 큰 차이는 아니나 한국인들보다 일본인들이 북한의 핵에 
해 더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이다.56)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추론할 수 있다. 먼저 민족정체성이 크게 강화

된 결과이다. 다시 말해 같은 민족인 북한이 너무나 치명적인 핵무기를 동족을 향해 사용하
지 않을 것이라는 이상주의적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의 현 사에 있어 김

중 정부에서부터 강화되었다. 김 중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차원이 다른 북정책을 추진
했다. 김 중 통령에게 있어서 북한은 우리 민족의 일원이지 위험의 근원이 아니었다. 우
리 동포이므로 우리와 같은 상식을 갖고 있고 그들과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같이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따라서 반공이 민족주의보다 상위의 가치가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57) 이러한 인식이 연설문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이렇듯 북한과 관련한 위협

55) 박영호. “한국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 3차 핵실험 이후.” 통일과 평화 제5집 1호(2013), p. 
14-15.

56) 박영호(2013), p.16.

57) 김용호･최연식. “대북정책에 있어 보수․진보논쟁에 대한 고찰: 대외위협 인식의 역사적 고찰을 통한 현재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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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에 있어서는 위협과 민족정체성 간 trade-off 현상이 발생한다.
다음으로 핵무기의 공포와 현실화에 따른 인지부조화 현상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은 2차 세계 전 말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위력을 바로 이웃에서 간접 체험한 나라
이다. 그 가공할만한 위력의 무기를 같은 민족인 북한이 갖게 되고 그것을 같은 동포에 해 
사용하는 상황은 민족정체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현실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을 위협으로 받
아들이는 신에 민족정체성을 근거로 위험하지 않은 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추론은 인식의 기준이 국가정체성보다 민족정체성 방향으
로 상당히 치우친 상황에서만 가능한 결과이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의 원
자폭탄이 투하될 당시 김일성은 일본군과 싸우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무기 위력에 

한 간접 체험은 북한이 화학 및 생물학 무기에 더해 핵무기를 개발할 동기를 제공하였
다.58) 이는 북한 정권이 자신을 위협하는 상으로부터 체제를 보전하기 위해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량살상무기를 개발해왔음을 의미한다. 가공할만한 위력을 가진 원자폭탄에 해 
똑같은 경험을 했으나 북한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그 경험을 국가적 생존 수단으로서 핵무
기화 하였고 한국은 민족정체성 차원에서 접근하여 북한의 핵 위협을 외면하는 경향이 나타
난 것이다. 연설문에서 ‘북핵’보다 ‘미사일’이 ‘위협’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이유이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북핵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쟁의 위협에 한 인식에서도 나타난
다.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의 과정에서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으며 그때마다 국토가 유
린당하고 백성이 수탈당하는 고통을 받아왔다. 비참한 전쟁의 시련에 한 집단기억은 같은 
민족인 북한의 전쟁 가능성에 관련된 위협을 외면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군
사적 위협마저도 실체적인 위협이라기보다는 다른 목적을 위한 현시(現示)로 인식하는 경향
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경향의 위협인식은 궁극적으로 전혀 다른 안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전략적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문화 속성이 된다.

셋째, 주변국의 위협에 한 인식이다. 연설문에는 ‘위협’이라는 단어와 주변국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위협의 원천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일본에 한 부정적
인 인식이 위협인식의 기저에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에게 일본은 지리적
으로 가까운 나라이고 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며 안보에 있어
서는 공동의 동맹인 미국을 매개로 협력하는 주요 국가이다. 동시에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
화하고 민족정기를 말살하려 했던 나쁜 국가라는 반일 감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59) 

명,” 한국과 국제정치제23권 3호(2007), pp. 177-178.

58) Bermudez, Joseph S. “North Korea’s Strategic Culture.” Comparative Strategic Cultures 
Curriculum Project (2006),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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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공영권을 외치던 일본제국의 팽창주의적 정책은 동아시아 일 에 심 한 정치･사회･문
화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유로 동아시아에서는 역사적 사실에 한 다른 인식으로 인
하여 각국의 민족주의가 자주 충돌하는 경향이 있다.60) 한국과 일본도 이러한 충돌 가능성
이 잠재된 관계이다. 따라서 주권을 침탈당한 상황에서 발생했던 위안부 문제에 관한 최근
의 합의, 독도를 둘러싼 영토갈등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 일본에 한 인식이 적 적으로 표
출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예민한 문제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국가정
체성을 중심으로 협력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적어도 연설문에서는 일본에 한 
인식이 협력의 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 한 인식 또한 연설문에서는 북한과의 상관성을 제외하고는 협력의 상으로 나
타난다. 최근의 한 설문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중국을 협력국이라기보다 경제･안보적 위협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61)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 동안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 결과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중국위협 인식의 확산이다. 강 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매우 큰 위협으로 보는 비율은 
2010년과 2015년에는 39%에 그쳤으나 2020년에는 41.7%로 증가하여 [그림 6]에서처럼 
한국인이 다섯 번째로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2) 

[그림 6] 향후 10년 안에 심각한 위협이 될 요인

출처: 이숙종･김세영. “한국인의 대외 정체성: 세계화와 주요국 및 정책 이슈에 대한 인식”, EAI 워킹페이퍼
(2020.9.28), p. 8.

59) 이숙종･김세영. “한국인의 대외 정체성: 세계화와 주요국 및 정책이슈에 대한 인식.” EAI 워킹페이퍼
(2020.9.28), p. 14.

60) 장기영. “안보위협이 과거사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에 관한 국내여론 분석.” 국제
정치논총제57집 4호(2017), p. 46.

61) https://www.thechicagocouncil.org/research/public opinion survey/(검색일: 2021.10.16).

62) 이숙종･김세영(2020),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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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고 중국의 외정책 방향이 신형 국관계로 전환되면서 
국제적으로 중국의 위협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민주화 이후 한국 통령들의 연설
에 중국의 위협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2015년에 천안문에서 진행된 중국의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박근혜 통령이 참석한 사실,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조치에 한 한국 정부의 응, 최근 들어 연간 150∼200여 회에 달하는 중국 항공
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에 한 한국 정부와 군 당국의 응 등을 보면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입장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실 역사적 구원(舊
怨)만을 본다면 일본보다 중국의 뿌리가 깊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에 한 중국의 침략 횟
수와 폐해가 일본의 침략에 비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통령 연설문에서 중국에 한 위협인식 맥락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설
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의 역사에서 한반도에 한 일본과 중
국의 부정적 행태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한민국 수립 이후에도 한국전쟁 참전, 동북
공정 등 중국의 부정적 행태는 계속되었다. 그런데도 중국에 한 위협인식의 맥락이 나타
나지 않은 이유는 과거 한국이 중국에 해 느끼고 있던 정치․문화적 유 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유 감은 조선왕조가 중시했던 화이질서(華夷秩序)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16세기 왜(倭)의 침략에 한 조선 통신사들의 위협인식과 응을 들 수 있다. 당시 
동인과 서인으로 구성된 조선통신사들이 일본을 시찰한 후 조정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매우 
상반된 내용이었다. 이를 흔히들 분당(分黨)의 폐해로 지적하기도 하지만 그 기저에는 화이
질서에 따른 명분론적 인식과 실리적 인식 사이의 갈등이 내포되어 있었다. 동인에 속한 김
성일은 서인인 황윤길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침략 가능성은 인지했음에도 설령 미개한 일본
이 침략해 오더라도 의리와 예를 숭상하는 조선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했
던 것으로 보인다.63) 주자학에서 파생한 화이론(華夷論)을 외관계에 적용하면 화(華)를 제
외한 이(夷)는 모두 멸시받아 마땅한 존재가 된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화이론을 토 로 
조선 중화론을 발전시켰다. 오랑캐인 만주족이 중원을 차지했으니 이제 중화의 명맥을 올바
르게 계승한 것은 과거 소중화(小中華)였던 조선뿐이라는 사상이다.64) 이러한 국제관계의 
인식으로 인해 중화(中華)인 중국에 해서는 당연히 정치･문화적 유 감을 갖게 되었으리
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반면에 조선 중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의 침략은 미개한 
오랑캐가 소중화인 조선을 침략한 행위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만행으로 인식되는 것이

63) 김용호･최연식(2007), pp. 166-169.

64) 이미림. “18～19세기 조선중화론과 일본국체론 비교 연구.” ｢사회사상과 문화｣. 제19권 1호. 고양: 동양사회사
상학회(2016), p.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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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한민국의 국제관계 인식에 화이론적 요소들이 온전하게 작용하고 있거나 완전하
게 소멸하였다고 판단하는 것 모두 무리이다. 그러한 인식은 한국 사회의 문화적 배경이 되
어 전략문화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 추론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조선 중화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위협인식에 있어 인지부조화의 경향을 
또다시 발견할 수 있다. 두 차례 침략으로 한반도를 초토화한 청을 무력으로 응징할 수 없게 
되자 중국 정통 문명의 계승자라는 위안의 도구로써 조선 중화론을 제창하게 된 것이다.65) 
명(明)이 멸망한 60년 후 만동묘와 보단의 설치가 모두 그런 인식을 상징한 행위였다.66)

Ⅴ. 결론

전략문화란 국가의 안보 정책 및 전략과 관련한 한 국가의 전통, 가치, 태도, 행동양식, 
관습, 상징, 그리고 환경적응 및 문제 해결에 한 독특한 방식 등의 집합을 의미한다. 이러
한 전략문화는 당면한 안보 상황에서 국가의 정책적 판단이나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표적인 국제정치 구조로 형성되고 있
는 상황에서 지리적 경쟁 공간의 중심부에 속한 한국은 국가안보에 있어 매우 복합적인 상
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 상황에서 한민국이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하는지는 사
활적 국가이익에 지 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 안보 상황과 관련한 정책적 
판단이나 전략의 선택에 있어 국제정치학적 관점뿐 아니라 전략문화 차원에서도 충분히 논
의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략문화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한국의 전략문화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전략문화를 존슨이 제안한 정치적 
수사를 추적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정체성과 위협인식이라는 변수 위주로 추론하였다. 특히 
정치적 수사를 추적하기 위해 김영삼 정부 이후 역  통령의 연설문에 한 텍스트 분석
을 진행하였다. 

한국의 전략문화는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전략적 선택이나 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다. 정체성에 관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한국 전략문화는 위협
인식에 있어 몇 가지 속성이 나타나게 된다. 첫째, 위협인식의 원천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 지배의 경험이다. 또한 일제의 식민 지배는 한국전쟁의 원인으로 인식되면서 여기에서 

65) 이미림(2016), p. 171.

66) 계승범. “조선후기 대보단 친행 현황과 그 정치･문화적 함의.” ｢역사와 현실｣. 제75호. 서울: 한국역사연구회
(2010), p.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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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오랜 역사 속에서의 전쟁과 수난의 집단기억과 연결된다. 따라서 민족정체성이 강화되
면 사안에 따라 일본에 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공동운명체로서의 
북한에 한 동질감이 강화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둘째, 북한과 관련한 위협인
식에 있어서는 위협과 민족정체성 간 trade-off 현상이 발생한다. 민족정체성이 강화되면 
북한의 위협은 과소평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반 로 국가정체성이 강화되면 북한의 각종 위
협이 실제보다 크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다. 셋째, 위협인식에 있어 인지부조화 현상이 발생
한다. 민족정체성이 강화된 관점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과 민족의 동질성을 같은 선상에 놓
을 수 없으므로 위협을 외면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전
쟁과 수난에 한 집단기억은 북한과의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애써 외면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넷째, 위협인식에 있어 화이질서의 전통적 세계관이 작용한다. 화
이질서에 의해 파생된 조선 시 의 소중화라는 정체성이 민족주의와 결합하면 일본에 한 
인식은 악화하는 반면 중국에 해서는 유 감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재의 전략문화는 상당 부분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되고 유지되어 온 부분도 
있으나 현 에 이르러 일제의 침탈과 광복,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변
화되거나 새롭게 형성된 속성도 있으리라 추론된다. 이러한 한국 전략문화의 속성은 국제질
서의 현실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분명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따라서 국제정치의 현
실주의적 관점에서 한국 전략문화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관해 두 가지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민족주의에 한 성찰이 필요하다. 서구에서의 민족개념은 정치 공동체로서
의 시민적 요인과 문화 공동체로서의 종족적 요인이 공존하는 개념이나 한국에서는 민족개
념과 국가개념을 구별하는 경향이 강하다.67) 특히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하나의 민
족, 두 개의 국가라는 정체성이 강화되면서 북한과는 특수관계가 형성되게 되었다. 북한을 
안보에 있어 가장 큰 위협으로 상정하면서도 안보 문제에 있어 항상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
는 민족정체성의 영향이 크다. 통일문제는 국익과 인도적 차원의 문제로 전환하면서 북한의 
위협은 순수하게 안보적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략문화가 필요하다. 또한 주변국과의 
관계에서도 민족주의에 치우친 현실 인식과 전략적 결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전쟁과 평화에 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전쟁의 참상은 자칫 전쟁을 
회피하거나 죄악시하는 정서를 갖게 한다. 이러한 정서가 팽배해지면 평화를 구축하는 방법
이 이상주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에는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 전쟁

67) 정한울(2017),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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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 평화가 도래하는 역설이 작용하고 있다. 전쟁은 국가의 존망을 결정
하는 중 사이므로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는 손자의 말처럼 전쟁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
다. 그러나 전쟁에 한 공포로 인해 현실적인 위협에 적절히 처하지 못한다면 평화는 지
킬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국가적 패러다임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한국의 전략문화에 관한 거의 최초의 연구라는 의미가 있으나 초기 연구라는 
성격으로 인해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전략문화를 정체성
과 위협인식이라는 변수로 한정하여 그 속성을 추론하였다. 전략문화를 형성하는 문화적 배
경에는 물리적 요소, 정치적 요소, 사회･문화적 요소가 있다. 따라서 전략문화의 속성을 추
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변수들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방법론에 있어 정
치적 수사를 추적하는 데 있어 통령 연설문만을 분석하였다. 정치적 수사로서 통령 연
설문이 갖는 장단점도 있을 것이고 연설문 외의 다양한 정치적 수사를 분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존슨이 제시한 기타의 방법론을 이용한 분석도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전략문화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발굴하고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를 통해 한국 전략문
화의 속성을 규명한다면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훨씬 유용한 연구 결과들이 도출될 것으
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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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ategic Culture of Korea Based on the 
President’s Speech

Baek Jaseong, Yun Ji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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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fer Korea’s strategic culture with the variables of 

identity and threat perception by tracking the political rhetoric of the president’s speech. 

The attributes of Korean strategic culture inferred through text analysis of 258 presidential 

speeches related to security are as follows. First, the experience of colonial rule by 

Japanese imperialism is becoming a source of threat recognition in Korea. Second, 

trade-off occurs between threats and national identity. For example, if national identity 

is strengthened, the threat from North Korea is likely to be underestimated. Third, 

cognitive dissonance occurs in threat recognition. This phenomenon is strong when 

threats conflict with national identity. Fourth, the  conventional worldview of the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Sinocentrism partly plays a role in recognizing threats. These 

attributes can mainly work in relations with Japan and China. In order to more 

comprehensively identify the attributes of Korean strategic culture, research is needed to 

expand the variables of strategic culture and apply various methodologies.

[논문투고일 : 2022. 10. 13.]
[심사의뢰일 : 2022. 11. 8.]
[게재확정일 : 2022. 12. 5.]





조선인민군 정체성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1945~1969)
*곽은경* 박용한**

Ⅰ. 서론

Ⅱ. 구성주의 시각을 통해 본 군 정체성

Ⅲ. 조선인민군 정체성 형성의 기점

Ⅳ. 조선인민군 정체성의 변화

Ⅴ. 결론

*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교신저자) 
**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공저자

본 연구는 조선인민군 정체성의 성립과 변화 양상을 구조주의 및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보

고자 한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한국전쟁이라는 특정 시공간이 제도 형성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요인을 간과할 수 없기에 1차적인 분석틀로 구조주의를 차용하였다. 동시에 구조를 인지하는 

행위자의 인식 또한 영향력 있는 변수로 작동한다고 보았는데, 이에 따라 당시 사회주의진영 

및 북한 국내정치 행위자들과 행위자 간 상호작용 등 구성주의적 요소를 인민군 정체성을 분석하

는 주요한 프레임으로 삼았다. 

조선인민군 정체성이 구성되기 시작한 후 현대의 모습과 유사한 양상을 갖추기까지를 1945년

부터 주체노선의 수립까지로 간주하였는데, 이에 따라 연구대상의 분석범위를 보안대가 창설된 

1945년부터 조선인민군 내 정치위원회가 설립된 1969년까지로 설정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는 

국가(･지도자)의 행위와 동기가 제도 및 현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전제로, 인민군 

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환경 및 주요 행위자들의 인식을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인민군은 형성 초기에서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당의 군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북한이라는 

‘국가’의 군사적 성격 또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총체적인 차원에서 북한사회는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군 역시 ‘국가’의 명령체계 아래 북한사회가 추구하는 이념을 ‘군사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국가의 정체성과 군의 정체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당 기간 유지해 

온 북한정치권력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정치권력이 인식하는 국내외 정치구조적 

변수는 북한의 국가성(･당성)과 군집단을 촘촘하게 엮어 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정세를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수용하며, 정책으로 전환해가는 최고지도자의 행위가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적 

차원으로 스며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핵심어 : 조선인민군 정체성, 구성주의, 구조주의, 북한군 정체성 성립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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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개인은 생각, 사상, 가치관, 기억들로 독창적인 존재가 된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
니라,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그 사람의 본질인 것이다.”1) 이 문장
에서 ‘개인’을 ‘집단’으로 치환해보면, 집단이 어떤 기억을 공유하는지, 즉 어떤 기억을 집단
의 신념으로 삼는지에 따라 그 집단이 추구하는 방향성, 즉 정체성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집단 내 행위자의 인식이 집단의 행동 경향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웬트적2) 
시각과도 상통하는데, 정치체제나 권력구조 등 깊은 구조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통치철학, 
사상 등 행위자의 본질이라는 얕은 구조 또한 집단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독립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북한을 바라볼 때 명징하게 드러난다. 

기실 본 연구는 남･북한 군사 분야의 내적 통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이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문제의식에 대한 1차적 답변은 비교역사연
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다. 한반도와 유사성을 가지는 3개국 사례를 검토해 본 결과 ‘군(軍) 
정체성’ 추구 여부에 따라 군사통합의 질적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3) 외국
군 사례 분석을 통해 군정체성과 군사통합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정체성이 군사통합에 있
어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음을 유추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실증적 방법과 더불어 개념적인 
분석이 보완되어야 했다.4) 역사적 사례 연구의 실증주의적 한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앞서 언

1) 네온비･캐러멜, 지옥사원, 제56화 (검색일: 2018년 7월 4일)

2) 구성주의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웬트(Alexander Wendt)는 국제관계 현상을 설명할 때 외부에서 주어진 영속
적인 구조가 아닌,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보았다. 국제관계는 행위자들의 인식과 상호작용에 따라 
구성된다는 것이다. 웬트의 구성주의에 따르면 제도적 맥락은 행위자의 행동을 규제하지만, 동시에 제도 역시 행
위자의 인식에 따라 구성된다. A. Wendt, “The Agent-Structure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1, No.3(1987), pp. 335-370; 이처럼 웬트는 ‘집단정체성
(collective identity)’이라는 관념적 개념을 설명할 때 국제관계행위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하는 ‘공유된 
존재적 의미의 집합’으로 규정하였다. 웬트는 집단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조건으로 상호의존
(interdependence), 공동운명(common fate), 동질성(homogeneity), 자기억제(self-restraint) 등을 제시하
였으며, 앞의 세 조건은 집단정체성을 형성하는 적극적인 조건으로, 마지막 조건인 자기억제는 집단정체성을 형
성하는 필수적인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구성주의적 접근법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였
다. 남궁곤, “동아시아 전통적 국제질서의 구성주의적 이해,” 국제정치논총, 제43집 제4호(2003); 이근･전재
성, “안보론에 있어 구성주의와 현실주의의 만남,” 한국과 국제정치, 제17권 제1호(2001)

3) 단일민족국가이면서 분단국가였다는 점에서 한반도와 유사성을 가진독일, 베트남, 예멘의 군사 통합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 주류의 학설은 일방적･강제적이었던 북베트남의 무력흡수통합을 지양해야 할 사례로 꼽고 있고, 대
등한 권력분립 원칙하에 실시했던 남･북예멘의 경우 단순 형식 통합에 그쳤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반면 동･서독
은 준비과정과 통합진행과정, 통합군 운영과정 등 인적･물적･정신적 부문에서 평화적이며 원만하게 달성되었다
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는 군사가 타 분야의 통합보다 시기 설정, 제도 구축, 인적 관리 측면에서 상대적
으로 명확하다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곽은경, “군정체성 형성을 통한 군사통합 방안 연구: 서
독연방군의 민주정체성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61권 제2호(2018); 곽은경, “남･북한 합의형 군사통합시 통
합한국군 정체성 구축에 관한 연구,” 통일인문학, 제75집(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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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구성주의적 접근법으로 2차적 답변을 얻고자 하였다. 현실이 가변적이라는 인식 하에 
국가의 인식과 역할에 초점을 두고 국가 행위의 원인과 동기를 연구하는 구성주의 접근법이 
군대라는 집단의 가변성, 동태성 및 외집단과의 간주관성을 분석하는데 효용적이라 생각했
기 때문이다.5)

이같은 문제 인식에 따라 본 연구는 조선인민군(이하 ‘조선인민군’, ‘인민군’, ‘북한군’ 등으
로 칭함) 정체성의 성립과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인민군 정체성이 북
한 정치체제와 권력구조, 최고지도자의 사상에 어떠한 영향을 받아왔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한국전쟁이라는 특정 시공간이 제도 형성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요인을 
간과할 수 없기에 사회구조가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구조주의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구조
뿐만 아니라 구조를 인지하는 행위자의 인식 또한 영향력 있는 변수로 작동한다고 가정하였
다.6) 이에 따라 북･중･소 등 사회주의진영 행위자들의 정세 인식과 상호작용, 김일성을 중
심으로 한 국내 정치 행위자들과 내부적 동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구성주의 시각을 통해 본 군 정체성

국제정치의 구성주의 시각이 남북관계 분석에 활용되는 접근법은 정체성 변화 파악에 있어 
더욱 유용하다.7) 그간 주류를 이뤄왔던 국제정치학 패러다임들은 행위자의 인지･동기 등을 
홀대하거나, 제도와 행위자의 행위 간 상호협력에 집중하는 동안 행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4) 관념과 사건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개념은 정치적 담론을 구성하기 때문에 군의 정체성의 큰 부분을 차지
하는 지향가치는 해당 사회구조(국가)의 지향가치에 기반을 둔다는 것을 대전제로 한다.

5) 구성주의 시각이 관념적 가치(ideational value)로써 국가의 행위를 설명하는 당위성 측면에서는 현실주의와 자
유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맥락이다. 최종건, “안보학과 구성주의: 인식론적 공헌도를 중심으로,” 국제
정치논총, 제49권 제5호(2009)

6) 지도자의 담화 등 시대적 담론 형성의 재료들이 요리된 결과물이 바로 담론의 결과, 즉 당대의 정책, 문화양식, 사
회경관 등임. 사회주의체제 하 지도자의 담화와 언술이 사회적 담론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경관, 양식으로 계획･
구현되는 과정 자체가 지도자(행위자)의 인식이 구조에 반영된다는 방증이다. 이를 푸코(Paul;-Michel 
Poucault)가 말하는 ‘담론 효과’로 연결 지을 수도 있는데, 푸코는 “담론(discourse)은 현실에 대해 설명하는 언
표(statement)들의 응집력 있는 집합체로서 미학과 과학, 의학 등 다양한 지식의 영역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언
급한 바 있다. 즉, 푸코의 담론 분석은 담론과 권력의 관계를 짚어내는 데에 유효하며 사회적으로 구성된 ‘담론’은 
시공간적으로 구성되어 시대와 (추상적) 공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미셸 푸코, 이정우(역), 
지식의 고고학 (서울: 민음사, 2000)

7) 이근･전재성(2001)은 구성주의 이론이 남북관계 연구에 어떤 분석틀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지를 고
찰하였는데, 연구를 통해 정체성과 규범, 정체성의 정치 등의 개념이 남북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관찰할 수 있
게 해줄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나아가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관계 및 특정한 정체성의 관계가 어떻
게 구축되고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지가 남북관계의 안보적 측면을 바라보는 구성주의 연구에 있어 중요한 문제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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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과정을 간과해 온 측면이 있는 반면, 구성주의의 경우 제도를 중시하는 공감대를 
유지하면서도 행위자의 인식이 제도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다.8)

구성주의자들은 구조(체제)와 집단이 갖는 정체성이라는 사회적 구성의 측면에 주목한다. 
이때 구조와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하나의 행위단위체가 안과 밖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
이라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집단 내부와 집단 외부에서 일어나는 상황, 이를 둘러싼 외부 
제도(규범), 규범에 구속받는 행위단위 및 단위 간의 공유 등이 연구의 기본적인 변수가 된
다. 조선인민군 정체성의 형성 과정을 바라보는 구성주의적 시각은 김일성과 마오쩌둥, 스탈
린 등 동북아 각각의 행위자들의 동기와 당대 냉전이라는 구조에서의 지배적 메커니즘이 어
떻게 돌아가는지에 초점을 둘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북･중･소의 정치･사회 공동체적 입장 
및 행위단위(김일성)의 자율적 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 냉전체제 하 국제규범의 규제적 제한
(혹은 질서)이 북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구성되어갔는지, 김일성이 독립된 행위
단위로서 냉전체제하 사회주의적 규범을 조선인민군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1. 기존 연구들의 성과와 한계

북한군 형성과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북한 군대의 창설에 관한 초기 선
행연구는 주로 인민군의 창설과정을 통사적 관점에서 군사제도의 형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 본 분석들이 지배적이다.9) 한국전쟁기와 정전 전후 등 특정 시기에서의 인민군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연구들도 상당하다. 서동만(1996)･이신재(2012) 등은 당시 정세변화에 따
른 인민군 변화 양상을 군사 관련 조직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으며,10) 서홍석(2017)은 당대 
사회･경제상을 반영하여 인민군 정체성을 분석하고 있다. 국방력의 재편성과 전후 경제재건
이라는 이원적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지도부가 인민군 정체성을 구축해나가야 했던 점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11) 

8) F. Kratochwil and J. Ruggie, “International Organization: A State of the Art on an Art of the St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0(1986), pp. 764-768; 남궁곤(2003), p. 11 재인용. 또한 가치론적 요소
는 과학적 이론화 작업을 저해한다는 실증주의 이론관 역시 가치에 대한 토론을 주변화시키는 경향을 낳았다고 
이근 등(2001)은 비판하고 있다. 이근･전재성(2001), pp. 168-169.

9) 최완규, “조선인민군의 형성과 발전,”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김용
현, “북한인민군대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1994) 특히 김용현은 인민군대의 연원
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1948년 정규군 설립 이전까지의 인민군대를 중점적으로 살펴
보고 있다.

10) 서동만, “북한 당군관계의 역사적 형성: 한국전쟁 이후부터에서 1961년 전후 시기까지를 중심으로,” 통일문제
연구, 통권 제26호(1996); 이신재,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설치 배경에 대한 연구: 한국전쟁 시기 북중 갈등을 
중심으로,” 군사, 제83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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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인 관점에서 인민군을 바라보는 연구들은 구조주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임재천
(2019)은 김일성부터 김정은까지의 당･군 권력구조 변화를 사회주의 당･군관계 이론을 바
탕으로 한 구조적 접근법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사회주의 정치구조’와 ‘권력구조’라는 깊
고･얕은 두 층위의 구조가 북한 정치･군사 권력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12) 장
성진(2012)은 구조주의적 시각(정확히는 역사적 제도주의적 접근법)에 더하여 김일성을 중
심으로 한 정치행위자들의 내부적 동태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외부적 규정력과 자체 내
적 요인이 맞물려 북한체제가 수립되었다는 가정 아래 내외부 요인이 체제와 군대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고 있다.13) 

앞선 연구들에서 정치권력이 군사집단을 조율하거나 만들어왔으며 북한의 당군관계가 역
사적 배경이나 국내정치 환경에 따라 구조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집중하는 것
과 대비적으로 김선호(2019)는 인민군의 창설 과정이 북한 국가건설 과정과 유리되어 분석
된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가건설 과정에서 군대 창설이 가지는 의미 분석에 집중, 당과 
군대의 정치세력 분포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북한 정치체제의 역사적 기원을 초기 인민군 정
체성의 프레임에서 분석하고 있다.14) 

한편, 조선인민군을 연구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권위주의체제의 무장세력에 관한 연구
로서 송원준(2021)은 무장반군의 권위주의체제 수립에 따른 정권안정성을 살펴보고 있는
데, 민군관계 안정성을 측정하고자 쿠데타 시도, 군부 숙청 등의 이벤트 데이터를 사용하고 

11) 소련군의 철수와 맞물린 북한 국방력의 재편성, 즉 병력의 확장 및 2개년 경제 계획(1949~1950) 완수 등 이원
적 목표 달성을 위해 군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했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안보와 경제 
두 측면에서 북한지도부가 인민군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축해나가야 했다는 가정에 기인한다. 해당 연구는 군 창
설을 공식화한 1948년을 인민군 정체성 형성 기점으로 삼고 있다. 서홍석, “조선인민군 충원정책의 변화와 정
체성 형성(1948~1950),” 역사와 현실, 제104호(2017)

12) 임재천, “사회주의국가 당･군 관계이론을 통해 본 북한: ‘구조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
37집 제3호(2019)

13)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는 행위자가 무엇을 선호하였느냐보다 특정 시공간(북한의 경우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전 북한지역)의 특성이 제도 형성에 영향을 주고, 체제 형성기 수립된 제도는 관성을 지
니고 있기에(path-dependent) 이후 당･군 관계(이하 ‘당군관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역사적 제도주의가 주목하는 대상은 역사적 전환점인데, 해방 이후 한국전쟁은 가장 큰 한반도의 역사
적 전환점이다. 따라서 연역적 이론 구성이 아니라 역사적 자료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맥락의 차원에서 체제 
형성과 당군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장성진, “북한군 창설기 당･군과계의 형성과 의미,” 현대북한연구, 제15
집 제3호(2012)

14) 김선호,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유일지도체제의 기원,” 현대북한연구, 제22권 제3호(2019) 이외에 보안간부훈
련대대부 및 북조선인민집단군총사령부의 조직체계와 간부구성에 대한 분석, 한국전쟁기 인민군 재편과정에서 
사회주의진영 행위자들(북･중･소) 간 이견에 초점을 둔 연구를 참고하였다. 김선호, “북한 보안간부훈련대대부의 
간부구성과 당･군의 정치연합체제 출현,” 역사문제연구, 제21권 제2호(2017a); 김선호, “북한의 통일전선 변
화와 북조선인민집단군총사령부의 간부정책,” 정신문화연구, 제41권 제4호(2018a); 김선호, “한국전쟁기 조
선인민군의 재편과 북한･중국･소련의 이견과 조율: 국경 이동과 군단 창설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제180집
(2018b). 이후 인용하는 김선호의 동일 연도 연구들은 알파벳을 붙여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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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혁명으로 수립된 정권들이 장기 존속하는 이유 중에서 무장투쟁기간 지도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우리 대 그들’ 정신이 자리 잡으며, 이것이 정권 창출 이후 응집력과 집단행동능
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주목할 만하다.15) 

조선인민군 형성을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거나 역사적 방법론으로 추적하고 있는 기
존 연구들의 성과와 한계에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 본 연구는 집단내 행위, 집단행위자의 
인식･행위에 비중을 두고 인민군 형성의 ‘과정’을 보고자 한다. 인민군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국가로서 북한의 수립이나 통일전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총사령부로서 인
민군의 성립은 소련의 대한반도정책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는 소련의 국
가이익이나 이데올로기가 매개되어 있었을 것이며, 이러한 측면은 북한 정치･군사 체제(구
조) 구축과 연관된다. 동시에, 시스템이 구축되는 상황에는 정세 변동을 인지하는 개별 행위
자들의 인식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냉전과 공산권의 확장 등 국제정치 구조 속에서 지속되
어 온 정치세력들 간의 미묘한 견제와 상호작용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이다.  

이에 조선인민군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당대의 구조적 변수가 기저에 깔
려있다는 가정 하에, “(정체성이) 행위자들의 통치철학 방향성과 상호작용 및 이에 따른 권
력구조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기본 인식을 가설로 설정하고 군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
는 요소를 북한 정치체제와 체제 구축에 영향을 미친 사회주의국가들의 영향력, 전쟁과 분
단 등 구조적인 측면과, 행위자의 정세 인식 및 이를 통해 나타나는 여러 정책 등16) 구성주
의적 요소들로 상정하였다. 후자의 경우 집단의 명칭, 조직구성, 인적구성 등의 지표로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지면의 한계로 인적구성 부분은 상세히 다루지 못하였다. 
이 부분은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조선인민군 정체성이 구성되기 시작한 후 현대의 모습과 유사한 양상을 갖추기까지를 
1945년부터 주체노선의 수립까지로 간주하였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조
선인민군의 역사적 기원을 인민군대(빨치산부대)의 창설로 삼고 있으며, 그 시기는 1945년 
10월이다.17) 따라서 북한군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기점을 최초 무장조직이 형성된 

15) 송원준, “무장 반군의 권위주의 체제 수립과 정권 안정성,” 평화연구, 제29권 제1호(2021)

16) 사이버 안보 영역에서 국가(체제)정체성 및 행위자의 동기･인식을 정책 구성요소로 적용한 연구도 있다. 박차오
름･부승찬(2020)은 블룸과 웬트의 시각을 바탕으로 사이버 안보전략을 분석, 체제와 지위에 근거한 정체성이 
사이버 안보전략에 반영된다고 보았다. 박차오름･부승찬, “중국의 사이버 안보전략과 북한에의 전용: 정체성과 
인식을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제10권 제1호 (2020); 또한 최종건(2009)은 이러한 과정에서 단순하게 정체
성만이 작동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국가안보에 정체성이 주요 요소로 투영되는 동시에 행위자의 인식
이 안보환경에 구성요소로 작동한다고 지적하였다. 

17) 북한은 1948년 조선인민군을 창건한 이래 매년 2월 8일에 ‘건군’ 기념행사를 개최하다가 1978년부터 4월 25
일, 즉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창설(1932)을 건군절로 기념하였다. 2018년부터는 2월 8일을 ‘조선인민군 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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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정체성이 크게 변화되는 변곡점을 정규군의 창설, 연합사의 
설립, 유일지배체제의 확립 등 세 시기로 보았다. 연합사는 김일성을 아우르는 국내정치세력
의 위기감을 촉발시켜 군 조직을 재편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했으며, 유일지배체제라는 정
치적 시스템은 군 내부로까지 확장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분쟁이 마무리되고 
주체사상에서 ‘자위(self-defense)’ 개념이 발표된 1963년은 북한군 정체성에 내재된 외부
요인18)이 희석되는 시점이라고 파악하였다.

연구대상의 분석기간은 다음의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시기는 인민군대의 모태격
인 보안대가 창설된 1945년부터 전쟁 직후 연합사령부가 구성･출범된 1950년 말까지이다. 
이 시기는 외부요인이 북한군 제도･이념에 큰 작용을 한 시기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중국
군의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50년부터 소련의 대북원조가 급감하고 중국지원군이 철
수를 완료한 1958년 말까지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김일성의 위
기감이 확장된 시기이다. 세 번째는 외국군이 모두 철수한 이후부터 인민군 내 정치위원회
가 설립된 1969년까지이다. 

각 시기는 정체성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요인에 따라 편의를 두고 분류한 것이며, 
논문의 장과 절은 요인별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1시기와 2시기가 초기 정체성 구축을 
분석한 Ⅲ장에, 3시기가 정체성 변화에 주목한 Ⅳ장에 주로 귀속되며 일부 시기의 경우 중첩
되었다. 

2. 조선인민군 정체성 분석 모델

조선인민군은 ‘사회주의 혁명군부’19)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낸다. ‘혁명군부’는 ‘현대군
부’20)의 상대적 개념으로, 전문직업성을 추구하나 자율성과 조합성이 낮으며 정권을 위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북한은 실제 혁명을 토대로 군부가 창출되지는 

일’, 즉 정규군 창건인 건군절로, 4월 25일을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로 기념하고 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
회 정치국 결정서,” 조선중앙통신 (2018.1.23).

18) 중공군의 6･25참전 및 북한 주둔(1950~1958)과 소련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 등 외부요인은 북한군 정체
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이념적･제도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전제로 한다.

19) “사회주의국가에서 혁명군부(Communist Revolutionary Army)의 창출은 대부분 혁명 경험에서의 강한 군부 
역할이 정권 창출에서 군부의 정치적 참여로 이어진다.” 이경화, “북한과 쿠바의 혁명군부에 대한 비교 연구: 체
제유지에 있어서 군의 역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5), p. 6.

20) 현대군부는 고대왕고국가의 군대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높은 자율성, 조합성, 전문직업성 등 세 가지 특성을 가
지고 있다. Samuel P. Huntington, The Soldier and the State, The Theory and Politics of 
Civil-Military Relations (London: The Elo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p. 7; 이경화
(2015), p. 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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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나, 김일성 항일무장투쟁 시기로 알려진 북한의 1930∼40년대를 혁명의 시기로 삼고 
있으며 이를 정권 수립의 기반으로 하였다. 북한정권은 조선인민군의 역할을 일반적 군에 
한정시키지 않고 정치 영역으로까지 그 기능을 확대, 정당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북한 군부
의 역할은 계획경제와 인민의 일상 등 북한사회 제반 영역으로 확산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북한군의 기본적인 정체성은 ‘전문직업군부’가 아닌 혁명군부로의 특성21)

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북한의 3대 정권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김정일정권기 군을 위시한 ‘선군(military-first)정치’는 북한이 군사주의
(militarism) 국가로의 지향을 공식화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22) 이처럼 북한군이 북한정
치사회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은 북한군 자체의 특성 뿐 아니라 북한의 정치, 사회와
도 깊은 연관을 지닌다. 따라서 북한군 정체성은 시기에 따라 그 정도에 차이는 있겠지만, 
곧 북한의 정체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23)

사회주의국가의 군부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일반적’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당군관계와 군
부의 정치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브라이트는 헌팅턴의 당군관계 이론을 바탕으로 
상황모델을 제시하였는데, 16개 사회주의국가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이들 국가에서 초창기 
당군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요인을 일곱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24) 올브라이트의 
당군관계 구성변수는 북한군 정체성 및 북한정권의 체제안정성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떠한 

21) 전문직업군부(Professional Army)와 비교한 혁명군부의 주요한 특성은 군의 최우선 목표를 정권 이데올로기 
수호로 삼는다는 점이다. 이를 ‘반유대성(anti-coporatism)’ 혹은 ‘비유대성(non-coporatism)’이라고 한다. 
Amos Permutter, The Military and Politics in Modern Times: On Professionals, Praetorians, and 
Revolutionary Soldier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7), p. 209; 이경화
(2015), p. 24 재인용.

22) Gause, Ken E, North Korean Civil-Military Trends: Military-First Politics to a Point (Carlisle/P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06), p. 10.

23) 혁명으로 수립된 정권들이 장기 존속하는 이유를 살펴본 비교 권위주의체제 연구에 따르면, 무장 투쟁 기간 지
도자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레 ‘우리 대 그들(us vs. them)’ 정신이 자리 잡으며 이는 정권 창출 후 엘리트들 사
이에서 응집력과 집단행동능력을 강화된다. Steven Levitsky and Way Lucan, “The Durability of 
Revolutionary Regimes,” Journal of Democracy 24, No. 3., p. 9; 송원준(2021), p. 222 재인용. 이같은 
관점에서 살펴보면 최초 혁명군부로부터 형성된 조선인민군 정체성이 현 북한정권의 안정성에 일정 영향을 끼
침을 유추할 수도 있다.

24) 첫 번째 변수는 정권이 권력을 얻게 된 상황(Circumstances under which a regime came to power)으로, 
이는 당이 혁명을 토대로 정권 권력을 얻을 수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다. 두 번째 변수는 외부 세력과의 관
계 변화(Shifts in relations with outside powers)이다. 소련 등 외부에 어느 정도 의존하였는지를 묻는 것으
로 자율성 획득 여부에 관한 것이다. 세 번째 변수는 정치 및 경제 발전으로 인한 정치엘리트 간 기능적 전문화 
정도의 변화(Alterations in the extent of functional specialization among the upper-echelon 
political elite as a result of local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s)이다. 네 번째 변수는 정파적 
갈등 발생(The emergence of major factional political conflict), 다섯째는 정치의 관료화(The 
bureaucratization of politics), 여섯째는 군사적 독트린의 변화(Changes in military doctrine), 일곱째는 
국내질서에의 위협(Threats to domestic order)이다. Albright, David E, “A Comparative 
Conceptualization of Civil-Military Relations,” World Politics, Vol. 32, No. 4 (1980), pp. 56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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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으로 이어져 나가는지 파악하기에 용이한 분석틀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아델만은 올브라이트의 연구를 바탕으로 역사발전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는 올브라이

트의 첫째(혁명투쟁의 경험) 및 둘째(외부, 특히 소비에트의 영향) 변수를 통합하여 정권 초
기 혁명투쟁의 경험과 소비에트의 영향력 정도가 사회주의 당군관계 속성을 결정한다고 보
았다.25) 사회주의 당군관계 분석에 있어서 아델만의 이론은 당에 초점을 둔 올브라이트와 
달리 군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 기존 연구들이 사회주의국가들 중 군부의 강력한 정치적 역
할26)을 설명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 등에서 주목할 만하다. 

북한군은 성립 및 그 이전 단계에서부터 외부요인의 영향력이 컸다. 소련의 존재와 소련파 
군인들의 내외부 상호작용이 주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전쟁기 연합사 설립 이후에는 중국
의 존재 및 연안계열과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김일성의 위기의식이 작동했다. 이후 외국
군이 철수하면서 외부요인을 배제하고 독자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요인을 강화하였
다. 혁명투쟁으로 북한정권이 수립되지는 않았지만, 혁명적 요소를 바탕으로 인민군이 설립
됐다는 점에서 아델만의 역사발전모델은 외부요인(소련)과 당군관계라는 틀 안에서 급속히 
변동하였던 초기 인민군의 양상에 적용하기 용이하다.27) 인민군에 대한 외부요인이 희석되
고 내부요인이 강화되는 흐름을 분석하는 데에는 올브라이트의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즉, 
소련･중국의 영향력과 중･소와의 관계 변화(올브라이트모델 제2변수)와 소련파･연안파 군
인들 내의 상호작용 및 갈등(4변수), 외부요소에 따른 국내질서에의 위협과 대응(7변수) 등
이다. 부수적으로는 인민군 설립 초기 소련의 군사이념 반영을 살펴볼 수 있는 요소(6변수)
도 분석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5) Jonathan R. Adelman, Communist Armies in Politics (Boulder, CO: Westview Press, 1982), pp. 
5-10; 이경화(2015), p. 31 재인용.

26) 북한 및 중국, 베트남 등이 해당된다.

27) 같은 맥락에서 올브라이트 상황모델의 제1변수가 이 단계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노동당은 혁명투쟁을 
통해 수립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러한 혁명적 공백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초기 정권 안정성･정당성을 확보하
기 위해 항일무장투쟁을 혁명의 경험으로 내세웠다. 북한에서의 ‘혁명’은 최고지도자의 개인적 ‘혁명’ 경험에 
초점을 두고 개념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혁명적 성격을 뿌리로 하는 조선인민군은 김일성의 정치적 
위기상황에서 군부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아델만모델과 올브라이
모델의 1변수가 북한 군부의 기본적인 성격(혁명 발전적 정체성)을 규정한다고 전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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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요인 구성주의적 요소 올브라이트모델 해당 변수

• 북한의 비혁명적 정권 수립 • 행위자(김일성)의 혁명적 경험

제1

(Circumstances under which a 

regime came to power)

• 체제경쟁 구도

• 소련의 대외 군사활동 및 대한반도정책

• 중국의 안보정책 및 (국공내전 이후) 

국내사회문제, 전통적 역사인식

• 사회주의동맹국 연대의식

• 주요 행위자(스탈린･마오쩌둥･김

일성)의 국제정세 인식 

• 행위자들의 국가이익 인식

•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경험

• 국공내전시 북한의 대중 원조에 따른 

도의적 책무

제2

(Shifts in relations with outside 

powers)

• 연안･소련 계열 군인들과 외부세력 간 상호작용 

제4

(Emergence of major factional 

political conflict)

• 중국군의 한국전쟁 지원 및 조･중 연

합사 구성

• 중･소의 대북 지원

• 김일성의 국내정치 위협인식

• 외부세력과 자주권 문제

제7

(Threats to domestic order)

•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수호 • 유일지배체제 확립
제6

(Changes in military doctrine)

<표 1> 조선인민군 정체성 형성･변화에 영향을 준 변수

<표 1>을 바탕으로 조선인민군의 정체성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준 주요 요인들을 시기별
로 짚어보면 아래와 같다. 

<표 2> 변수별 조선인민군 정체성 변화 양상

구조적 요인 구성주의적 요소
올브라이트

모델 변수

인민군 정체성 변화 시기

이벤트 영향력 변화 양상

• 북한의 비혁명 

정권 수립

• 김일성의 항일무

장투쟁 경험
제1변수 1945.10. 보안대 창설 정체성 성립

1기

(1945~1950)

정체성 성립 및 소

련 영향력 확장기

• 체제경쟁 구도

• 소련의 대외정책

• 주요 행위자들의 

국제정세 인식

제2변수

1946.7. 모스크바 비밀회

담
소련요인▲

1948.2. 정규군 설립
소련요인▲

독자성▲•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 사회주의동맹국 

연대의식

• 국공내전에 따른 

마오의 부채감

1950.10. 중국군 공식 참

전
중국요인▲

2기

(1950~1958)

중국 영향력 확장 

및 반작용기

1950.10. 조･중연합사 구

성안 논의
중국요인▲

• 한국전쟁

• 사회주의권의 

• 연안･소련 계열 

군인들과 외부세

력 간 상호작용 

제4변수

1950.10. 총정치국 설치 중국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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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선인민군 정체성 형성의 기점

1. 소련의 영향력과 조선인민군의 설립

북한의 최초 공식 무장조직은 1945년 10월 형성된 ‘보안대(保安隊)’이다. 보안대는 “먼저 
확보한 지역에서 미국보다 먼저 사회주의 구축을 한다”는 기본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모든 
사설 군사 단체를 해산하였던 소련의 방침이었다.28) 보안대는 1946년 2월 설립된 군 간부 
양성기관 ‘평양학원’29)과 통합되어 ‘보안간부훈련대대부’(1946.8.15.)로 거듭난다. 김선호
(2018)는 보안간부훈련대대부가 소련군 사령부와 북한 정치세력이 인민민주주의혁명을 통
한 북한지역의 사회개혁이 일정 궤도에 올라섰다는 판단 하에 북한지역에 권력의 토대로서 
구축한 군사지휘기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30) 장성진(2012)은 당시 대대부의 간부는 연안
파인 무정을 제외하고 김일성 빨치산 계열이었다는 점을 들어 김일성이 정권 형성 초기부터 

28) 미 국무성, 김국태(역), 해방 3년과 미국 (서울: 돌베개, 1984), p. 120.

29) 군사장교와 정치간부를 훈련시키는 군 간부 학교인 평양학원은 1945년 11월 창설, 1946년 2월 23일 개원했
다. 이후 평양학원 군사반은 보안간부훈련소와 통합하여 중앙보안간부학교(1946.6.7. 임시인민위원회 결정)가 
되었다. 당시 북조선공산당중앙당학교의 주요 교재였던 해방후조선, 당건설 등은 군 정치훈련의 주교재로 
발전하였다. 장성진(2012), p. 169.

30) 김선호(2018a), pp. 302-303.

구조적 요인 구성주의적 요소
올브라이트

모델 변수

인민군 정체성 변화 시기

이벤트 영향력 변화 양상

전후 대북지원

• 김일성의 국내정치 

위협인식과 대응

• 전후 대북원조에 

대한 김일성･스

탈린 의견대립

• 당･군관계 재인식

독자성▲

1953. 6차 전원회의
외부요인▼

독자성▲

1955.4. 김일성 비공식 소

련 방문 소련요인▼

독자성▲
1956. 소련 대북원조 급감

제7변수

1957.5. 소련 군사고문단 

완전 철수
소련요인▼

3기

(1958~1963)

외부요인 희석 및 

독자성 강화기

1958.3. 군당위원회 조직 독자성▲

1958.10. 중국군 완전 철

수
중국요인▼

• 김일성 유일지배

체제 확립
제6변수

1969.1. 군당위 전원회의, 

정치위원제 도입
독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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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지적한다.31) 대대부 창설 준비과정에는 동북항일연군을 비롯하
여 조선의용군, 독립동맹 출신들이 참여했으나 참여 비율이 3:1로 차이가 나며, 대대부사령
관에 최용건, 총참모장에 안길, 문화부사령관에 김일 임명 등 주요간부의 인적 구성에서 항
일연군 출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등을 빌어 볼 때 이러한 지적은 일정부분 인정할 만하
다.32) 북한군의 실질적인 모태인 대대부는 이듬해 ‘북조선인민집단군총사령부’(1947.5.17.)
로 확대･개편되고, 이후 ‘조선인민군’(1948.2.8.)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33) 

‘조선인민군’이라는 명칭은 군 창설 당시 북한 정치세력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와 연관된다. 1947년 10월에 제기된 미･소 양군의 철수 관련 논의는 북
한정치세력의 국가건설 구상에 타격을 가져왔다. 북한 주둔 소련군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이끌 결정적 무력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정치세력은 소련군의 철수에 대응하는 동시
에 단일국가 건설을 위한 군사력 강화를 목적으로, 정규군 창설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조
선공산당 북조선분국34)으로 대표되는 김일성 중심의 북한국내세력은 무력적 기반, 즉 정규
군을 토대로 한반도 내 유일당･단일정부를 건설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 정
규군의 명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민군 창설기 북한의 모든 정권기구에는 ‘北’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었으나,35) 군대의 
명칭만 ‘북’이 빠진 조선인민군으로 명명되었다. 이에 대해 김선호(2019)는 기타 정권기관의 
경우 미･소의 분할점령에 따른 분리를 현실적으로 수용, 남･북한 지역에 설립된 기구 각각
의 독자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으나, 군대의 경우 북한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
닌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무력기관으로서 설립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향후 단일정부 
수립을 염두에 두고 북한지역에 국한되어 조직된 여타 다른 기구와 달리, 외부의 공격을 방
어한다는 군의 기본적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추진하는 ‘민족군대’로 창설되었다는 것이다.36) 

31) 장성진(2012), p. 167.

32) 보안간부훈련대대부의 초기 간부 구성에 대해서는 김선호(2017a), pp. 288-296.

33) 이신재, 한 권으로 읽는 북한사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16), pp. 56-58.

34) 북한 각 도당 위원회 서기들과 지도적 간부들이 1945년 10월초 회합하여 ‘북조선 당 조직의 지도를 위한 조직
국’을 결성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10월 13일 조선공산당 북부분국의 창설이 공식 결정(서북5도당 책임자 및 열
성자 대회)되었음.

35) 당시 북한에 조직된 지도적 정당의 명칭은 ‘북조선로동당’, 정권기관의 명칭은 ‘북조선인민위원회’였다. 통일전
선체의 명칭은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사회단체의 명칭 역시 ‘북조선민주청년동맹’, ‘북조선민주여성
총동맹’이었다. 남한지역에는 북조선로동당 및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각각 상응하는 기관으로 ‘남조선
로동당’, ‘남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 존재했다. 북한 정치세력은 남한지역에서의 사회단체가 미군정에 의
해 불법화되어 유명무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지역의 사회단체 명칭에서 ‘북’자를 빼지 않았다. 김선호
(2019),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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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민족보위성의 문건에 따르면37) 당시 북한정치세력은 “우리조국이 자유로운 독립
국가로 되기 위하여 무엇보다 무력이 필요”하며, “어떤 나라를 물론하고 군대가 없는 독립국
가는 없는 것”이라며 정규군의 창설을 단일국가 건설의 전제조건으로 여겼다. 김일성은 정
규군 창설 당시 조선인민군이 “조선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인민 대중의 행복을 위하
여” 싸우도록 군의 목적을 정의하고 있다.38) 조선인민군이 당대 정치상황을 반영하여 건설
된 ‘통일전선적’ 군대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통일전선노선을 기반으로 수립된 인민민주
주의정부라는 대중적 토대가 이념적 기반임을 동시에 유추할 수 있다.

앞서 1946년 7월 모스크바 비밀회담에서의 스탈린 지령은 미국과의 대결정책으로의 선
회, 북한 내 사회주의체제의 영속적 작동, 한반도의 공산화를 골격으로 한다.39) 이러한 기조
는 북한의 군사정책 측면에서는 남한에 군사적 우위를 갖추는데 매진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
다. 즉, 북한 지역에 ‘강력한 현대적 군대’를 건설하라는 스탈린의 지시는 북한군 창설의 본
격적인 기점으로 작용하였으며, 이 맥락 아래 김일성은 북한에 ‘민주기지’ 노선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40) 

북한군은 전쟁 수행을 위한 군사력을 건설하는 측면에서 소련군을 모델로 정규군형 군대
의 모습을 위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소련 군사고문단이 군사교리를 비롯한 이념과 문화를 
함께 이식했다. 북한군의 정규군 창설의 과정에서 소련의 역할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
한 사회주의혁명을 지향하는 혁명의 군대 성격을 확고히 가지게끔 했다. 치안･보안의 성격
만 가지고 있던 군이 정규군으로 변모한 것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까지 그 세력을 확
장하게 된 것이다. 

군 내부시스템 구축에 대해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20년대 초 소련의 대외 
군사활동은 사회주의혁명 이념에 기반한 군사 독트린의 확산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비에트 
외국군사전문가 양성시스템41)은 1920~30년대 대규모로 전개되었는데, 김일성의 항일유격

36) 김선호(2019), pp. 56-57.

37)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정치상학교재(49-11): 조선인민군의 조직과 목적 및 과업에 대하여 (평양: 민족보위
성 문화훈련국, 1949), 4쪽, NARA, RG 242, SA 2010, Box 5, Item 101; 김선호(2019), p. 55 재인용.

38) 김일성, “조선인민군 창건에 제하여(1948년 2월 8일),” 김일성 선집 2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4), pp. 
77-78.

39)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전략, 작전지휘 및 동맹관계,”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박사학
위 논문(2008), pp. 29-31.

40) 장성진(2012), pp. 167-170.

41) 소련의 대외 군사 활동은 외국의 군사요원을 자국으로 초청하거나 혹은 자국의 군사전문가를 외국에 파견하여 
군사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소련정부는 1920년대 초 사회주의 혁명 이념에 기초한 군사독트린
을 사회주의 동맹국들이 습득하고 전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소비에트군 출신 역사가 
키르신(Киршин Ю. Х.)은 소련 군사고문단이 신생국 군대 건설에 높은 영향을 끼쳤으며 군사고문단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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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역시 이 일환으로 평가되며 소련이 외국군에 군사고문을 파견하여 군 간부를 양성해 나
가는 것 또한 대외 군사활동의 한 방법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경우 북한이 단 
시간에 정규군을 창설할 수 있었던 구조적인 요인을 소련 군사고문단42)의 영향으로 꼽을 
수 있다.43) 당시 주 북한 소련군은 보안간부들을 전문으로 훈련시켰는데,44) 북한 전 지역의 
무력기관을 통합하고 향후 정규 군대로 창설시키기 위함이었다.45) 

무기와 설비 확충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 역시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1948년 소련 내각회의는 북조선인민위원회의 무기 생산 지원 요청을 수용하여, 동년 6월 
26일 북한의 경제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 결정을 통해 무기 생산을 위한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46) 소련은 그해 8월부터 약 1년간 북한의 무기 제조를 위해 1,850
만 루블에 달하는 설비 및 기재를 지원하였다. 1949년 3월 김일성의 모스크바 방문 기간 
내에도 여러 협정들이 체결됐는데,47) 이에 따라 소련식 무기 제작 방식이 도입되었고, 전쟁 

치장교로서의 역할도 수행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슈티코프 주북한 소련대사의 경우 1949년 4월부터 이듬
해 2월까지 군사고문단장을 겸하며 모스크바와 평양 간 쟁점사안 협의에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Криворуч
ко А. Р., “Воен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оветсткого Союза и Корейкой Народно-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Война в Корее 1950-1953 гг : Взгляды через 
50 лет, М . : Гриф и К 〫, 2001, с. 157; 심헌용, “주북한 소련 군사고문단 연구,” 동북아연구, 제29권 
제2호(2014). p. 270 재인용.

42) 주 북한 소련 군사고문단의 공식적인 활동 기간은 1948년 12월부터 1953년 7월이나, 실질적인 기간은 소련 
군사고문 스미르노프(Смирнов И .И .)가 보안간부훈련대대부에서 사령관 고문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1946년 9월부터 정전협정 이후 소련 군사고문단이 완전히 철수한 1957년 5월이다.

43) 해방 직후 불안정한 정세에서 소련군정은 정책수행기구인 ‘행정10국’을 통해 북한지역의 소비에트화 과정을 이행해 
나갔다. 행정10국은 소련군 휘하에서 포섭과 억압, 수용과 배제 등 양면정책을 구사함으로써 김일성의 국내정치권력 
장악의 계기를 조성해주었으며, 임시인민위원회 및 여러 국들은 북조선 소련군사령부의 통제에 따라 점진적인 체제를 
형성해갔다. 정성임, “소련의 對북한 점령정책 연구에 대한 연구: 1945.8.-1948,”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
학과 박사학위 논문(1998), pp. 47-48. 정성임(1998)은 소련 내부문건(Doklad(1948), T om 1, p. 6; 1945년 
12월 Romanenko, Gromov의 보고서, p. 1; 1945년 11월 10일 Gyul’ khasan 소좌의 보고서, p. 1; 1945년 
10월 14일 Chistiakov, Lebedev의 보고서, pp. 1, 3, 8; T sAMO, Fond USGASK, Opic’ 342213, Delo 3, 
1945년 11월 24일 Zagruzin 대좌의 지침서)을 인용하여 행정10국은 북한의 자치적 운영기구라기보다는 소련군 
사령부에 의해 구성되고 통제된, 소련의 실질적 영향력이 행사된 기관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44) 1950년 3월까지 소련 군사고문단 활동으로 양성된 북한군 지휘인력은 다음과 같다. 육군 군관 6,349명 및 예
비군관 3,237명, 공군 조종사 116명 및 항공기술자･전문가 228명, 해군 군관 612명 및 수병 640명. ЦАМО. 
Военная помощь СССР СевернойКорее после второймировойвойны
(1946~1953гг). л. 18; 박찬만, “주북한 소비에트연방군사고문단의 역할과 기능: 1948∼53,”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2), p. 69 재인용. 

45) 당시 군사고문단 부단장이었던 소지노프(Созинов В.)는 군사고문단의 역할을 군장교 훈련과 정규군 편
성 촉진이라고 언급하였다. 김광운, 북한 정치사 연구 Ⅰ (서울: 선인, 2003), p. 577.

46) 박격포, 기관총, 포탄, 박격포탄, 수류탄, 탄환 등이며, 1948년 말 북한 평천에서 병기공장이 세워져 처음으로 
기관단총을 제작하였고, 1949년 10월부터는 기관단총 계열생산이 개시되었다. 소련 내각회의 결정(No. 
2310-956cc) ｢북조선 경제문제에 대하여(의안)｣ ГАРФ, ф. р-5446, оп. 50А, д. 351, лл. 84-88; 
기광서, “소련의 대북한 군사원조와 중･소 군대의 참전 문제: 한국전 발발 전후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제25집(2006), p. 84 재인용.



조선인민군 정체성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1945~1969) ❚43

발발 이후에는 수요 급증에 따라 대규모 군사장비 요청에 대한 ‘완전 충족’을 약속받기도 하
였다. 전쟁 당시 북한군은 자체 생산분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소련의 무기와 설비를 사용
하였는데, 전쟁 개시를 ‘성공시킨’ 북한정치권력이 소련에 대한 심리적 부채감과 동시에 유
대감을 가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소련에 대한 북한의 의지는 물적 지원(무기･장비)에 그치지 않았다. 전쟁 직후 김일성과 
슈티코프의 대담은 북한의 소련군에 대한 심리적 의지를 확인케 한다. 김일성은 군 지휘술
과 관련하여 소련 군사고문들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파견 요청 고문들의 구체적
인 인원수를 적시하였고 파견시 그들의 활용처(전선 참모부, 2개 군 참모부)를 언급하였으며 
심지어 그들 없이는 “인민군이 군사적 패배를 당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48) 이는 북한군이 
소련군의 무기와 제도, 전술 등에 강하게 기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북한군에 대한 소련의 지원은 이처럼 제반 분야에 걸쳐서 이뤄지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군사고문단의 경우 전쟁 기간에 국한되지 않고 북한군 형성 초기부터 활동하였다. 소련 군
사고문단의 활동 특성상 북한군은 소련군의 군사무기와 제도 뿐 아니라 군사적 이념 역시 
흡수할 수밖에 없었다. 소련군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주의동맹을 단단히 하고 지원국
의 군사력 구축 지원을 통해 사회주의권 방위력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국을 소련의 우호국으로 만들고 소련의 이념에 동조하게 만들며 나아가 관리･통제하기 
위해 군사원조활동을 전개하였다. 북한군의 기초를 만들고 물적 지원을 베풀며 전쟁을 개시
하게 도와준 소련군의 군사독트린이 북한군 내부에 전파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다. 

소련군의 군사교리는 북한군 교범을 형성하는 주된 기반이 되었다. 1959년 출판된 북한 
문헌은 북한군 군사교리의 원천을 ‘당의 영도’, ‘소비에트의 군사과학’, ‘항일무장전통’으로 꼽
고 있는데,49)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정신과 소련의 군사기술과 전략전술 등을 아우르는 전
쟁관이 토대가 됨을 알 수 있다. 소련군 군사교리 중 특히 북한에 영향을 미친 것은 6･25전
쟁 발발 이전 및 전쟁 직후 초기 북한의 소련에 대한 의존과 관련이 깊다. 1930년대 공고화

47) ‘조선에 제공되는 설비, 자재 및 군사 장비의 지불을 위한 차관 제공에 관한 협정’, ‘교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 
‘기술･원조 제공 협정’ 등이며 특히 1949년 3월에 체결된 ‘교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에 따라 소련으로부터 군
수물자를 비롯한 각종 상품을 공급받았다.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은 쌀 및 각종 자연 자원을 소련에 지불하였다. 
1949～1953년 소련 군사원조의 총액은 20억 2천 810만 루블에 달했다. 기광서(2006), pp. 85-88.

48) 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 조선의 상황에 대하여(1950.7.8) ЦАМО, ф. 5, оп. 918795, д. 122, лл. 
193-194; 기광서(2006), p. 91 재인용.

4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역사연구소, 자유와 독립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 (평양: 조
선로동당출판사, 1959); 장성진, “북한군 군사교리의 형성과 운용에 관한 연구, 1945∼1950,” 북한대학원대학
교 박사학위 논문(2014), p. 2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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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소련군 군사교리는 스탈린의 전술･전략･전법을 반영하고 있으며,50) 제2차 세계대전 독
일군 격퇴를 통해 ‘위대한’ 전법으로 발전되었다. 이는 북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스탈
린의 작전요소 5원칙 중 군대의 사기(morale)와 관련된 내용은 북한군의 이념적 토대를 이
루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51) 

군 내부 및 민간생활에서 광범위한 정신교육과 감시･통제를 하였던 소련은 군대가 국가의 
보위와 정권의 유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수호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사기를 강조하며 장병들에게 정치훈련을 감행하였다. 이 정치훈련은 군사적 목적이자 
정치적 목적 이행을 위해 시행되었는데 이는 북한군 및 북한정치에 그대로 적용된다. 1949
년 간행된 군사교범 정치상학교재는 김일성 중심의 민족해방운동과 해방 후 건당 및 건국
의 정당성, 항일유격대와 인민군의 연관성 등을 교육하였다.52) 더불어 소련의 정치체제와 
사회상도 포함되었는데, 소련에 대한 친화력을 제고하고자 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53) 즉 북
한군 군사교리는 소련의 그것과 같이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정치사회적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것으로 형성･발전되었으며, 이는 북한군의 정체성 형성에 주요 요소로 자리 잡
게 된다. 

이처럼 북한군의 ‘혁명적’ 요소를 내적(소프트웨어), 외적(하드웨어)으로 심어준 소련은 김
일성권력과 조선인민군 무장력을 구축하는데 주요한 외부변수로 작용하였다. 소련의 구상에 
따라 북한군의 초기 질서 및 이념이 세워졌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련군은 북한
군에 군사적･정치적 안정성을 담보하였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소련 군사
고문단은 북한에서 철수하게 된다. 북한 군사력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였던 소련은 6･25
전쟁을 기점으로 그 영향력이 희미해지는 듯하였다. 인민군에 대한 소비에트의 개입은 배제
되는 듯 했으나 ‘또다른’ 외부세력이 여전히 영향을 미쳤다. 김일성은 전쟁 동안 물적･인적 
지원을 해 준 소련과 중국에 대해 감사를 아끼지 않았고,54) 전쟁의 중지 선언 이후 철군할 

50) 스탈린의 ‘항구적 작전요소 5원칙’은 1942년 2월 23일 스탈린 명령 제55호로 사용되어 소련 군사교리를 대표
하여 왔다. 원칙의 5개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후방의 안정(the stability of the rear), 둘째, 군의 사기(the 
morale of the army), 셋째, 사단의 양과 질(the quantity and quality of division), 넷째, 군의 장비(the 
armament of the army), 다섯째, 지휘관의 조직능력(the organizing ability of the command 
personnel). 장성진(2014), p. 37.

51) 김일성은 1952년 고급군관회의 때 스탈린의 5원칙을 강조하여 발전시켰다. 김일성, “인민군대를 강화하자
(1952.12.24.),” 김일성선집 제15권, p. 314; 장성진(2014), p 39 재인용.

52) 김광운(2003), p. 483.

53) 1945년 5월 27일 내각 결정 “인민군대 내에 중대문화부중대장제 설치에 관한 결정서”에 따라 ‘문화부중대장’
이 중대원들의 정치교양사업을 관장하게 되었고, 교재는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에서 발간한 정치상학교재였
다. 서홍석(2017), pp. 399-402.

54) 위대한 소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진영의 형제적 제 국가들은 정신적으로만 우리를 지지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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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던 중공군은 여전히 북한에 잔류하였다.

2. 중국의 지원과 국내정치적 반작용

1950년 조선인민군 재편 과정에서 중국은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소련이 무기･
장비를 지원했다면, 중국은 만주지역을 후방기지로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55) 군사시설과 의
복, 식량, 자금을 지원했다. 모택동이 북한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이유는 해방 이후 국공내전 
당시 북한으로부터 원조를 받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지원을 통해 동북전쟁에서 승리한 중국
은 건국의 기반을 마련했고, 이는 향후 북중혈맹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56) 물론, 
한국전쟁기 중국의 대북지원은 밀접한 북중관계에 따른 것이기도 했지만, 당시 급박한 정세
를 좌시할 수 없었던 중국지도부의 인식이 반영된 측면도 분명 존재한다.57) 또한 중국이 자
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역사의식, ‘조선’에 대한 관리권을 회복하려는 의도 등이 부수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측면도 있다. 

조선인민군의 원류라고 주장되는 ‘조선인민혁명군’(1934.3.)58)과 ‘보천보전투’(1937.6.)의 
승리 업적은 중국공산당 산하 동북항일연군59)과 조국광복회의 연합작전이었는데, 이는 북
한군의 과거 역사가 중국공산당을 위해 임무를 수행했고 그에 따른 내적 연결고리를 지니게 

아니라 방대한 경제적 원조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특히 지적하여야 할 것은 우리의 조국해방 전쟁의 가장 어
려운 시기에 자기의 영웅적 인민지원군부대들을 조선전선에 파견하여준 위대한 중국 인민의 항미원조 운동입
니다. 숭고한 국제주의적 신의와 형제적 우의와 정의의 목적으로 충만된 영웅적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은 우리 
인민군과 어깨를 같이하고 온갖 난관을 돌파하면서 조선전선에서 영웅적으로 투쟁하였습니다. “정전 협정 체결
에 제하여 전체 조선 인민에게 보내는 김일성 원수의 방송 연설,” 로동신문 (1953. 7. 28).

55) 1950년 10월, 모택동이 중공군을 참전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스탈린의 조선인민군 전면철수계획은 ‘만주이동
계획’으로 변경되었다. 스탈린의 초기 계획은 인민군의 전체 병력과 무기를 중국･소련으로 철수시켜 잠재역량
을 보존하라는 것으로,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됨에 따라 제기되었다. 김선호(2018b), p. 203. 

56) 중국공산당의 군사 및 무기 지원 요청은 1945년 11월부터 이뤄졌으며 조선공산당 분조선분국은 이에 응답하여 
군수물자･교통로･후방기지를 제공했다. 김선호, “해방 이후 북･중 군사협력관계의 형성과 ‘혁명’의 경계,” 군
사, 제102호(2017), pp. 123~126.

57) 1950년 10월 초 유엔군이 38선을 돌파하자 저우언라이는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북한의 공식 참
전 요청(10월 1일) 이후 마오쩌둥-김일성 간의 협정안에는 연합사 구성에서 중측이 정(正), 북측이 부(副)가 된
다는 내용이 있다. 스탈린은 11월 16일 마오쩌둥과 북측에 전문을 보내 중국지원군 위주의 단일한 지휘체제를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고, 스탈린의 의사는 11월 17일 김일성에게 전달되었다. 스탈린의 중국 
지지 입장 표명에 따른 최종 협정안(12월 8일)은 “연합사는 모든 작전범위와 전선에서의 활동을 관할”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신재(2012), pp. 41-45.

58) 북한당국은 중국 동만주 안도에서 김일성이 ‘반일인민유격대’(1932.4.25.)를 창설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
를 중심으로 동북 각지의 유격부대가 통합･개편(1934.3)되어 조선인민혁명군으로 창건했다고 밝혔다. 평양교
육도서출판사(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중학교 제4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3), 
pp. 44-47. 

59) 동북항일연군은 1934년 창설된 동북인민혁명군이 1936년 중국공산당의 8･1선언(“항일구국을 위하여 전국동
포에게 고하는 글”)에 따라 확대･개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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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을 의미한다. 북한군의 ‘원류’들이 조선인민군 형성에 도움을 준 외부세력들에게 과거 보
탬이 되었던 ‘자랑스러운 역사’는 소련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스탈린그라드전투에 참전
했던 한국인 여단 중 해체되고 남은 5,000여 명의 병사들이 추후 북한군 하사관･장교로서 
조선인민군의 중추를 이끌었다는 내용이다.60) 즉 북한군은 1930년대에는 중국공산당을 위
해, 1940년대에는 소련공산당을 위해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서 조선인의 이름이 아닌 중국공산당원의 자격과 지위에
서 이뤄진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코로트코프(1992)는 소련연방국 국방부 중앙문서고 및 
내무인민위원회(국가보안위원회의 전신) 문서국의 문건들을 근거로 김일성이 시기별로 중국
공산당원 및 소련군인으로 행동했음을 지적하였다.61)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역사와 이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북한정권 및 군부의 정통성에는 소련군과 중국군의 제도적･이념적 영향
이 기저에 반영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국의 영향력 측면에서 눈여겨 봐야할 것은 조중연합사령부의 구성과 
중공군의 참전이 김일성에게 위기의식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1950년 12월 
연합사가 공식 출범되고, 모든 작전 범위와 전선에서의 활동 등 작전지휘권이 연합사가 가
지게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의안이 결정됨에 따라 연합군의 지휘계통은 실질적으로 
중국군 지휘부에 넘어가게 된다. 규정은 작전상 중대한 문제를 인민군과 사전 협의토록 하
였으나, 협정안 이후부터는 중국군 지휘부의 구상에 따라 시행되게 된다.62) 이와 관련하여 
김광수(2008)는 수십 만 명의 중국군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통일적인’ 지휘체계를 수립하
는 것이 북한지도부에게는 인민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중국에 넘겨준다고 받아졌을 것이라 
해석한다.

중국에서의 항일운동 시기에 중국공산당과 여러 차례 연합작전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김
일성으로서는 이같은 구조적 상황 속에서 중국군의 참전 및 연합작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연합사의 구성이 불가피한 이상 국내정치에서의 기반만은 확고히 지키고
자 했을 것이다. 이러한 군사적 지휘체계 및 국내정치에서의 위기의식은 김일성이 총정치국

60) Kalinov, Kyril, “소련은 어떻게 북한인민군을 건설했는가,” 북한, 제198호(1988), p. 63.

61) 1980년부터 1991년까지 소련국방성 전사연구소에 근무했던 코로트코프(Г. И. Коротко́в, Gavril I. 
Korotkov) 박사에 따르면, 김일성은 19세(1931)에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공산당에 가입, ‘진치첸(‘김일성’의 
중국식 발음 Jing Zhi Chen을 러시아어로 발음한 것)’이라는 이름을 얻고 중국공산당 군대에 들어갔다. 김일
성이 중국공산당군임을 증명하는 군적은 그가 소련으로 이동(1940) 후 소련군 장교로 있으면서 해방과 함께 귀
국할 때까지(1945.10.1.) 유지되었다. 구소련 중앙문서국에 보관된 김일성의 이력서에 그의 이름은 ‘진치첸’으
로 나온다. Korotkov, Gavril. 어건주(역), 스탈린과 김일성 1, (서울: 동아일보사, 1992), pp. 162-164.

62) 군 인사와 행정에 관한 권한 북한에 있었고, 작전에 필요한 지방행정･민간동원･보충훈련 등의 문제는 중국측이 
북측에 건의할 수 있게 규정되었다. 김광수(2008), pp.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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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립하게 하는 발단이 되었다. 한국전쟁이 인민군 권력구조를 김일성을 위시한 빨치산계
열의 단일적 지배구조로 형성되게끔 만드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일성은 당 중앙위 정치위원회 결론63)을 통해 전쟁 중 후퇴과정에서 보인 무질서한 모습
을 ‘당의 령도’로 극복하고자 ‘총정치국’을 설치(1950.10.21.)하였다고 밝혔다. 이신재(2012)
는 김일성의 의도가 연합사 구성으로 최고사령관으로서의 작전지휘권을 상실한 대신 군에 
대한 (당적) 통제권을 얻고, 북한이 직면한 전선 상황에 따른 내부 단속, 즉 국내 정치권력을 
통제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김일성은 동 결론을 통해 군에 대한 당적 영도를 강
조하는 동시에 “군대 내 다른 당 조직이 있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김일성이 생각하는 ‘다른 
당’의 존재가 당시 군 내부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으며, 이는 중국공산당의 잔재에 대해 
언급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총정치국 설립을 통해 연합사로 넘어갔던 군사지휘체계와 별도로 공식적･제도적인 
정치지휘계통이 군 내에 만들어지게 되었다. 군사지휘계통과 분리된 독자적인 정치지휘계통
을 확립함으로써 김일성의 국내 및 당내 기반을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 총정치국장에 박헌
영을 임명한 점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연안파나 소련파가 아닌 남로당계인 
박헌영을 선임함으로써 인민군이 외부세력과 가까워지는 것을 일정 부분 통제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서동만(1995)은 김일성이 박헌영을 통해 연안파에 집중된 힘을 분산시키고, 전선 
이남의 빨치산들의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64)

63) “인민군대내에 당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실현하며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사업
을 잘 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쟁행정에서, 특히 후퇴과정을 통하여 군대내에 당단체를 조직하는 것이 절실히 필
요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인민군대는 오직 조선로동당에 의해서만 영도되어야 하며 인민군대내에는 우리 
당 조직외에 그 어떤 다른 당 조직도 있을 수 없다.” 김일성, “인민군대내에 조선로동당 단체를 조직할 데 대하
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1950년 10월 21일),” 김일성 저작집 6 (평양: 조선로동
당출판사, 1980)

64)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 동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1995), pp. 238-242; 이신재(2012), p. 5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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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선인민군 정체성의 변화

1. 외부의 ‘지원’과 ‘개입’

전쟁이 본격화되고, 1950년 11월(제1차) 부대 재편계획에 따라 3개 사단이 8개 군단으로 
확대되었다. 이듬해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2차 재편에서는 7개 군단으로 편제가 변경되
었다. 당시로서는 완편되지 않은 부대들로 많은 군단을 창설했는데, 북･중 공동작전시 최고
사령관과 인민군의 위상이 중공군의 그것과 대등하게 유지되도록 구상했다는 추측이 가능하
다. 인민군의 최고단위부대는 ‘군단’인 반면, 중공군은 군단의 상위부대인 ‘병단’을 참전시켰
으며, 부대의 규모 및 장성･참모의 계급 또한 중공군에 열세했기 때문에 다수의 군단을 유지
함으로써 중공군과 대등하게 정치적･군사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65)

동유럽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는 등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이 희미해
지는 구조적 상황에서 김일성은 마오와 스탈린의 제안을 ‘조정’함으로써 북한내부권력 자체
의 힘을 확보하고자 했다. 군 편제 개편에서도 드러나듯 중･소의 제안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북･중･소 각자의 의견이 협의를 통해 구체화된 점이 그러하다. 물론 상황적으로 당시 
국가 경계의 모호성, 사회주의 가치의 공동수호라는 측면이 전시에 작용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이 연합사 구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은 진영에서 북한의 주권
을 확보하고 국내 정치권력의 판도에서 세력을 잃지 않고자 했다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66) 

3년간 지속된 전쟁은 남･북한 지역 모두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 정전협정이 체결되자
마자 북한은 소련대사를 통해 전후 피해상황을 보고하고 원조를 요청한다. 이후 1953년 9
월 김일성 등 북한대표단은 모스크바로 향하고, 양국 대표단 회담을 통해 전후복구 원조에 
대한 합의, 양국 간 지속적인 우호증진, 극동지역의 안보 등에 관한 논의를 주고받는다.67)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일성은 스탈린68)과 서로 다른 방향성을 확인,69) 소련과의 원조협정

65) 김선호(2018b), pp. 228-229.

66) 예를 들어, 1950년 중국의 공식 참전(10월) 및 인민군 부대개편(11월), 조중연합사 구성(12월) 이전인 5월의 
김일성-마오 면담에서 마오는 변경지역으로 일부 중국군을 이동시킬 것 등을 제안했으나, 김일성은 사의를 표
한다. 션즈화, 최만원(역), 마오쩌뚱 스탈린과 조선전쟁 (선인, 2010), pp. 369-370; 또한 김일성은 당시 지
속적으로 ‘연합작전’이라는 표현 대신 ‘협동작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신재(2012), p. 43. 문자 그대로 
협동(協同)은 2개 이상의 (개인･)집단이 협동하여 진행하는 행위이고, 연합(聯合)은 여기서 나아가 하나의 조직
체를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

6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편),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pp. 695-696.

68) 소련의 원조자금은 공업 분야 전체를 망라한 대규모 산업단지와 산업시설의 복구, 건설 사업에 이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공업에 편중되어 사용되었다. 화학공업과 비철금석 가공, 전력 생산, 철제련업 등이 그것이다. 
소련은 북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원조방식에서 보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소련이 애초에 북한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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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북한은 동년 11월 중국으로 원조협정에 나서게 된다.70)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원조협상 또한 이어졌고, 동년 11월 사회주의진영 내 대북
원조를 위한 협정이 마무리된다. 중국 및 동유럽권의 경제적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북한정
권은 전후 재건 계획에 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71) 특히 중국의 기술원
조와 인민지원군의 노동력 활용에 따른 막대한 지원72)은 북한 전후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원조가 북한에서의 영향력 회복을 위한 의도임을 차치하고서라도 현실적으
로 중국이 북한에, 그리고 김일성 권력 구축에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당시 북한정치권력은 전후 재건을 위해 경제가 군사에 우선하는 정책을 설정할 수밖에 없
었다.73) 이를 위해 필수적인 국제사회의 지원은 또다른 ‘개입’이라는 측면을 수반하였고, 북
한정치권력은 이러한 외부변수와 더불어 국내정치, 즉 경제복원이라는 내부변수를 동시에 
고려해야 했다. 전후복구 과정에서 연안파와 소련파 등 소위 ‘반당종파’가 숙청되고, 김일성 
중심의 정치체제가 성립되었다. 북한정치권력의 경제 복구에서의 자신감은 군 내부 인적 자
원 문제로 이어졌다. 김일성은 내각 명령을 통해 제대군인들을 민간경제에 투입시킬 것을 
지시하고,74) 이듬해 5월, 여름까지 군 병력 중 8만 명을 축소할 것을 공식발표한다.75)

가졌던 공업은 식민지기 북한 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난 산업시설의 재건이었다. 이는 북한이 전후재건의 가장 우
선된 방향으로 설정했던 공업개발에 있어서의 ‘식민지성 극복’과 다른 맥락이었다. Balazs Szalontai, Kim Il 
Sung in the Khrushchev era: Soviet-DPRK relations and the roots of North Korean despotism, 
1953-1964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with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5), p. 50.

69) 이 시기 이후의 내용이지만, 1955년 4월 김일성의 비공식 소련방문 이후 북한과 소련의 입장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다는 
것을 언급할 수 있다. 김일성은 소련의 원조와 관련하여 무리한 공업화 노선과 농업협동화의 양적 확대를 자제할 
것과 농업분야에 대해 투자를 늘릴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동년 6월 17~20일에 개최된 당 상무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방소 결과를 설명하면서 소련의 조언을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취하면서도 공업화에 집중투자하고 사기업을 인정하지 
않으며, 농업집단화를 빠르게 추진했던 북한 지도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고수하려고 했다. 윤경섭, 
“1950년대 북한의 정치갈등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08), p. 120.

70) 션즈화, 김동길 외(역), 최후의 천조(天朝) (서울: 선인, 2017), p. 396.

71) 1953년 12월 당 중앙위 정치위원회는 3개년경제계획을 구체화하고, 1954년 4월 제7차 회의에서 초안을 발표
한다.

72) 박영실, “정전 이후 중국인민지원군의 대북한 지원과 철수,” 정신문화연구, 제29권 제4호(2006), p. 274.

73) 당시 군인들 앞에서의 김일성 연설 대부분이 경제에 관한 내용으로 일관돼 있고 군사문제 관한 것은 적었다. 3
차 당대회에서 군인들의 당 중앙위원으로의 진출이 전시 군의 비약적 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았
던 점 또한 경제우선주의라는 정책기조에 바탕을 둔다. 서동만(1996), p. 166.

74) “｢인민군 제대군인들을 인민 경제 각 부문에 취업시키며 그의 생활을 안정시킬 데 관한｣ 내각 명령(1955년 6월 
10일) 하달,” 로동신문 (1955. 6. 14).

75) 1956년 5월 31일 북한은 공식 성명을 통해 동년 8월 31일까지 인민군 병력 중에서 8만 명을 축소하고, 이들로 
하여금 ‘평화적 직업’에 종사하도록 알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조선 인민군 병력 축소에 관한 조선 민
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성명(1956년 5월 31일),” 로동신문 (1956. 6. 1);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
한 적극적 대책,” 로동신문 (195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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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동맹국으로서의 연대의식이 여타 정치･경제적 이유에 우선한다는 중･소의 지원 
논리는 한국전쟁과 한반도를 둘러싼 구조적인 프레임을 기본으로 떠올리게 만든다. 사회주
의권의 대북지원은 하나의 사회주의국가를 지원한다는 동맹의식인 동시에 반미 감정을 고취
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 등의 전후 대북지원은 일방이 아니
라 상호의 측면이 강하다. 특히 중국의 경우 북한의 경제복구가 중국의 경제복구에도 도움
이 된다는 주장에 차용되기도 하였다. 소련 역시 사회주의형제국에 대한 체계적인 원조라기
보다는 향후 한반도 북부에 수립될 정부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함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사회주의연대의식을 표면에 내세운 자국의 이익 극대화가 가장 큰 원조 이유인 것이다. 
이러한 행위동기가 당시의 체제경쟁 구조에 적합하게 맞아들어가면서 ‘지원’을 넘어 ‘개입’으
로 작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고, 중･소의 개입이 국내정치권력을 장악, 위기의식을 느낀 
김일성으로서는 외부변수를 서서히 배제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김일성 등 
북한정치권력이 그들의 자율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당･정 기관지인 로동신문과 인민, 근로자에 게재된 인민군 관련 논조의 변화상 또
한 북한정치권력이 가지고 있던 군에 대한 인식 변화를 파악케 한다. 8월 종파사건 이전까지 
창군 이념에는 소련과의 관계가 명확히 반영되어 있다. 총정치국장과 총참모장은 군 창건 
기념 연설 및 기관지 사설 게재를 담당했는데, 1954년부터 1956년 2월까지 ‘김일성･조선로
동당’을 군 창건자로서 위시하는 동시에 소련의 역할을 강조하는 논지의 글을 발표했다.76) 
8월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되었다. 창군 8주년인 1956년에는 
로동신문에 총정치국장이, 인민에 총참모장이, 근로자에 총정치국 부국장이 각각 전
년도와 같은 맥락의 글을 게재했다. 그러나 연안파와 소련파가 숙청된 이후 새롭게 구성된 
정치권력은 군에 대한 검열도 착수, 군 창건 10주년인 1958년 2월부터는 이전과 다른 기조
의 이념이 설파된다.77)

76) 인민군 창건 7주년(1955)의 경우 총정치국장 최종학은 근로자에 “조선인민의 진정한 무장력인 조선인민군은 
조선로동당과 김일성원수에 의해 창건”되었다면서 “인민군은 항일발치산의 애국적 전통을 계승하고 (…) 선진
적 소련군대와 소련군사과학으로 무장된 현대적 군대”라는 논지의 논문을 집필했다. 총참모장 김광협은 <로동
신문>에 “조선로동당과 김일성원수는 레닌의 교시에 따라서 인민군을 창건”했다고 썼다. 서동만(1996), pp. 
166-167.

77) 김일성은 인민군 창건 10주년 계기 제324군부대를 방문, 인민군이 “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서 조선로동당에 
의해 조직된 군대”이며 “자산계급의 군대도 아니며 로동계급의 군대도 아닌 그 어떤 중간군대” 따위는 없다고 
선언한다. 김일성,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 –조선인민군 제324군부대관하 장병들 앞에서 한 
연설(1958년 2월 8일),” 김일성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pp. 308-349. 인민군 정체성에 대
한 인식과 표현이 급격하게 상회하기 직전인 1957년 2월의 7주년 기념 총참모장 보고에서는 소련의 역할이 미
언급되는 수준에 그쳤으나 이전과 미묘한 차이가 있다. “조선 인민군 창건 9주년 기념 평양시 경축 대회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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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체’의 대두

‘주체’(self-reliance) 이데올로기가 대두하면서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시작한다.78) 1957년 5월 소련 군사고문단이 비공식 활동을 중단하고 1958년 10월 중국지
원군이 완전 철수를 함으로써 소련 및 중국군으로부터 받았던 이념적, 제도적 영향력이 약
화되기 시작한다. 이는 1956년 소련이 대북원조를 급감시킨 시기부터 이어져왔다. 그리고 
1958년 5월, 김일성은 소련대사와의 대화에서 “현대화된 군수장비로 군대를 무장시키는 측
면에서 탱크 중 일부를 보다 현대화된 것으로 교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와 같은 수준
에서 군대를 유지할 것”79)이라며 소련의 군사 개입을 막기 시작한다.80) 

중국과의 단절에 대해서는 전쟁과정 중공군의 북한에 대한 깊숙한 개입이 김일성에게 부
담이 되었던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중공군의 전쟁 개입과 지원이 김일성의 군 지휘권 상실
을 낳았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영향력을 다소 축소시켰다고 추측할 수 있다. 군 
통수권이 중국에 의해 다소 제한되었다는 가정이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초기 북한정권에서
의 내부 숙청과정, 특히 연안파에 대한 집요한 숙청은 전쟁기간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제
한되어가는 것을 체험하였던 북한지도부가 외부의 ‘제한’과 ‘개입’을 청산하는 과정이었다고
도 이해할 수 있다. 

1958년 중국인민지원군 철수가 결정되면서 당해 1월 소련파 최종학(총정치국장) 해임을 
시작으로 연안파들에 대한 인적 청산(제4군단장 장평산 및 민족보위성 부상 김웅)이 단행되
었다.81) 정치구조에서의 ‘반당종파’ 세력 제거가 군내로까지 이어진 것인데, 이를 통해 ‘반맑

김광협 대장의 보고,” 로동신문 (1957. 2. 8).

78) 올브라이트의 이론에 적용시키면 제2변수와 연결할 수 있다. 올브라이트는 외부세력의 관계 변화 중 북한 사례
를 언급하며 북한이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초반 소련과 중국의 통치에 대해 ‘포기’를 선언하고 자주의 정책
을 펼쳤다고 말한다. Albright(1980), p. 566.

79) 1955년 초 북한의 인민군 병력은 42만 명이었는데 동년 6월에 노동당 상무위원회 결정 및 내각 명령으로 ‘수만 
명’이 제대하였으며, 1956년의 정부 성명을 통해 약 8만 명의 병력이 감축되었다. 그리고 1956년 이후 병력의 
수가 ‘고착화’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1950년대 중후반을 거쳐 제대군인의 숫자는 10만 명 이상이 되었다고 추
정을 해볼 수 있다. 이는 인민군의 대략 25%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상당한 규모의 군인들이 전력에서 이탈하였
다고 판단할 수 있다.

80) 북한과 외부세력의 관계 변화가 외부요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와, 내부요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견
해가 있다. 후자는 김일성 중심의 당내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사회주의 진영과의 관계는 다소 소원해졌다
고 보고 있다. 1956년 6월부터 7월까지 5개년계획의 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주의 진영으로의 순방이 
실패했고, 8월전원회의사건으로 대외관계가 얼어붙었다는 것이다. 동시에 북한으로의 원조가 같은 시기 마무리
되었고, 북한은 자립성을 강조하면서 ‘주체’적인 국가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의견이다. 이영훈, “한국전쟁과 
북한의 전후경제복구 및 건설: 체제경쟁에 따른 고도성장의 빛과 그림자,” 통일문제연구, 제12권 제1호
(2000), p. 208.

81) 서동만(1996), pp. 16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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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주의적’으로 “잘못된 이론”82)을 퍼뜨린 군 내 연안파에 대한 공격은 물론 이를 좌시한 소
련파에까지 책임을 물음으로써 소련식 군내 정치사업방식을 비판하기에 이른다. 

권력구조 외 경제사회 전반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1955년 4월 김일성은 전원회의 연설에
서 북한 현실에 입각한 사회주의 이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혁명단계를 규
정하였다. 더불어 사회주의 혁명을 끊임없이 추구하여 미 제국주의와 이승만의 지배에 놓인 
남한 민중을 해방시키는 것이 북한 사회주의의 과업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연설 이후 김일
성은 사상교육을 강화하였고 기존의 경제정책을 고수하여 진행했다. 경제 분야에의 소련개
입을 소련의 패권확장 및 북한의 자주권의 문제로 받아들여, 자신의 전후복원정책을 공격했
던 경제논리를 펼친 세력에게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다.83)

다시 돌아와 국내정치적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0년대 말 북한 내 다양한 정치 
파벌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견해를 달리 하였다. 특히 군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 뿐 아니라 국내 반일농민운동을 계승해야 한다는 주장
과 함께 ‘노동당의 군대’가 아닌 ‘통일전선의 군대’라는 입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김일성
은 “군대 내에 일부 불건전한 사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84) 앞서 언급했듯 김일성
은 연안파의 ‘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을 계승하자는 주장, ‘길주･명천 농민운동’을 계승하자
는 주장 등 과거 논쟁들을 비판한다. 이는 김일성이 최고지도자로서 인민군대를 ‘당의 군대’
로 규정하는, 인민군 정체성 방향을 가름짓는 공식적 선언이었다. 군 창설 10주년을 맞아 
시행된 김일성의 이 연설은 “조선인민군은 오직 조선로동당에 의해 령도”됨을 강조, 인민군
대를 “영광스러운 항일 무장 투쟁의 계승자”로 확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김일성은 당군
관계 전환을 선언한다.85) 

1958년 3월 전원회의는 인민군의 ‘당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
데, 전원회의 결정을 통해 군대 내 모든 수준에서 당위원회를 조직한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82) 인민군이 길주･명천농민운동을 계승해야 한다고 한 총정치국 부국장 김을규(연안파)의 주장 등 인민군이 항일
무장투쟁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전통으로 삼는다는 주장 

83) 박창옥(소련파), 최창익(연안파) 등이 말렌코프 신노선(‘New Course’) 논리를 바탕으로 한 비판에 관한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농촌 식량위기를 무시할 수 없었고, 55.4월 총회에서 “압도적 대다수가 경제
상황에 불만족”하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Person, James, “’We Need Help from Outside’: The North 
Korean Opposition Movement of 1956,”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Working Paper 
No. 52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2006), pp. 14-15. 

84) “조선인민군은 항일 무장 투쟁의 계승자이다 –조선인민군 제324군부대관하 장병들 앞에서 한 연설(1958년 2
월 8일),” 김일성 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pp. 308-320.

85) 인민군은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의 군사적 군중조직”으로 “당의 혁명적 무장대오”로서 군 당위원회의 영도
에 따라 모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김일성, “인민군대내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1960년 9월 8일),” 
김일성 저작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 34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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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군대 최상위 당 조직으로 인민군당위원회를 조직하고, 군단･사단･연대에도 각각 당위원
회를 설립, 인민군에 대한 당적 통제를 제도적으로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는 김일성이 이전
까지 가지고 있었던 위협인식에 따른 인지가 발현됐을 가능성이 높다. 동년 동월 당조직위 
확대회의에서 김일성이 언급했듯 북한의 정치현실에 소련식 군사단일제와 중국식 정치위원
제가 맞지 않는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그러한 합리적 의사결정과는 다른 결에서 군사 세력
기반에 대한 완전한 장악을 목표로 했을 것이다. 당시 노동당의 최고 가치인 ‘김일성 항일유
격투쟁’의 신화를 군에 적용함으로써 당･군의 이념적 정체성이 일치86)되기 시작했다는 점도 
특기할만하다. 이러한 경향은 군내 정치교육뿐 아니라 부대편제와 군사훈련법 등에도 적용
되었다.87) 

정치분야에서 김일성 유일지배체제가 확립되어 갈수록 군에 대한 당적 통제도 강화됐는
데, 1969년 1월 군 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김창봉 일파가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거부함으로써 숙청된 사례가 대표적이다.88) 해당 사건 이후 ‘정치위원제’를 도입, 군
단･사단･연대 수준까지 정치위원을 파견하였다. 이들은 지휘관의 사업을 당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여, 지휘관의 명령을 당 노선에 따라 거부･저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음으로써 해당 ‘부대의 당 책임자’로 역할하게 된다. 군 내 당의 권력이 영향을 미치며 군
의 정체성도 당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따라 설정될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1969년 군당위원회 전원회의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통일단결’을 확립시키는 결정적 계기
로 기능하며 조선인민군을 당의 군대, 나아가 수령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는 전환점이 되
었다. 

86) 임재천(2019)은 8월종파사건 이후 당과 군이 ‘항일유격대신화’를 이념적으로 공유하기 시작함으로써 당･군의 
이념적 격차가 상당히 좁혀졌다고 언급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내부에 당 통제에 대한 거부감이 일
정 부분 존재했다고 지적하였다. 그 사례로 1969년 ‘김창봉일파사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토대로 
당･군이 완전히 공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임재천(2019), p. 60.

87) 부대의 조직편제, 훈련, 군사전법 등에서 다른 나라의 것을 기계적으로 흉내 내면 안 되며, 정치교육 또한 교조
주의를 철저히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성, “인민군대내 당정치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과업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58년 3월 8일),” 김일성 저작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 160-175.

88) 소위 ‘군부 강경파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김일성 후계를 노린 김창봉 일파가 김일성 유일사상체계에 저항
함에 따라 인민군 내 군벌주의, 관료주의를 조성하고 한국 내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주도했다는 명분으로 축출된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일성은 김창봉일파를 ‘군벌관료주의자’, ‘반당반혁명분자’로 칭하며, 이들
이 “당의 로선과 정책 집행을 태공하였을뿐아니라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거부하였”다고 비판했다. 김일
성, “당사업을 강화하게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1969년 3월 3일),” 김일성 저작집 23, (평양: 조선노동당
출판사, 1983), pp. 471-472; 임재천(2019), p. 6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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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군의 초기 정체성 변화는 크게 3번의 변곡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정규군 창설을 기점으로 김일성의 군내 장악력이 확보된 점이다. 사회주의 혁명군부의 성격
을 강하게 띠며 출발한 북한 무장조직은 소련의 물적 지원, 이념적 투영을 밑거름 삼아 정규
군으로 출범하였다. 김일성은 정권이 수립되기 이전부터 무력에서의 장악력을 일정부분 확
보했다. 당시 사회주의진영이 위시한 통일전선노선과 맥을 같이 하는 북한정치권력의 전략
은 한반도 전체의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지향하며 군을 민족 전체의 해방과 독립을 위한 군대
로 정의한다. 전면적 공격이 제한되었던 1949년 한반도 정세에서 스탈린의 북한군 강화 주
문은 김일성에게 큰 힘을 실어주기도 하였다. 소련군의 무기와 제도, 전술이 이식된 초기의 
북한군은 김일성권력이 국내정치적으로 성장하는 발판이기도 했기 때문에 김일성은 북한군
에 있어서 소련의 이념적 토대를 고수하려고 하였다. 

둘째, 연합사령부의 설립으로 중국의 개입이 확대된 점이다. 연합사와의 지휘권 및 국내정
치 통제권 약화 문제에 따른 김일성의 고민은 총정치국 설치라는 대안으로 나타난다. 총정
치국 설치 등 군조직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김일성은 군 장악력을 외부세력으로부터 회복하
게 된다. 중공군이 철수가 완료되고 군 내 당위원회가 설치된 1958년부터 창군 이념이 이전
과 다른 논조로 표현되는 점 등이 그러하다. 

셋째,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확립에 따라 군 집단에서도 조선노동당의 통제가 강화된 측면
이다. 김일성은 그간의 상황들, 외부의 지원과 개입이 국내정치 판도에 큰 변수가 될 수 있
음을 경험적으로 인지했을 것이다. 기실, 1953년 6차 전원회의 때 제기된 김일성의 중공업 
중시 노선에 대해 경공업･농업 균형 발전 노선 주장자들이 반대했다는 주지의 사실은 김일
성이 연안파･소련파에 가지게 된 위기의식을 가늠케 한다. 이에 군 조직을 당을 보위하기 
위한 집단으로 만드는 법률과 제도를 만든다(1969년). 최고지도자가 인지한 위기가 인식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형태인 것이다. 

이처럼 북한군, ‘현대의 북한군’의 모습과 유사한 ‘수령의 군대’는 한반도 정세와 이를 둘러
싼 중･소의 이익 관철 등 구조적인 상황에 따른 외부요인을 감내하는 동시에 국내정치적으
로 도전하는 여러 세력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했다. 이러한 인지적 위험이 당시, 그리고 
현재의 북한군을 만든 것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북한군은 군집단의 정치적 정체성을 강화
해왔다. 한번 형성된 행위의 카테고리, 즉 집단의 정체성으로 발현되는 그것은 자체의 힘을 
가지게 되고, 이는 다시 개인의 사유구조를 점령한다. 10년이라는 장기적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군은 북한의 정치사회화를 담당하는 주요 장치이기도 하다. 8차 당대회에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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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당 규약에서는 기존의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라는 표현을 삭제하였으나, 
김일성 집권 이전부터 구축되기 시작해 온 북한군의 제도적･이념적 모습은 현재에 이르러 
그 골격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 

북한의 정규군은 형성 초기에서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당의 군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북
한이라는 ‘국가’의 군사적 성격 또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서동만(1996)이 언
급했듯 북한정치사회에 대한 연구에서 제도적으로 당이 우위인가, 군이 우위인가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일 것이다. 총체적인 차원에서 북한사회는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군 
역시 ‘국가’의 명령체계 아래 북한사회가 추구하는 이념을 ‘군사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의 정체성과 군의 정체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당 기간 유지해 온 
북한 정치권력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군 집단이 자체적으로 인지하는 내
외부 상황에 따른 변수도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정치권력이 인식하는 국내외 정치구조
적 변수는 북한의 국가성(･당성)과 군집단을 더욱 촘촘하게 엮어 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시
대 상황에 따라 정세를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정책으로 전환해가는 최고지도
자의 통치철학이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적 차원으로 스며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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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dentity Formation of the Korean 
People’s Army, 1945-1969

89)Kwak, EunKyung*, Yonghan PARK**

Keywords

Identity of Korean People’s Army, Formation and change of the ident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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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ormation and change of the Korean People’s Army(KPA) 

identity on the perspective of structuralism and constructivism. Due to the nature of the 

North Korean system, structuralism was borrowed as a primary analysis frame. At the same 

time, it was considered that the perception of the actor who recognizes the structure also 

acts as an influential variable. Accordingly, constructivist elements such as interactions between 

major political actors at the time were used as the main analysis frame. Meanwhile, this 

study set the scope of analysis of the research subject from 1945 to 1969, and analyzed 

the independent variables that influenced the research subject, that is, the structural environment 

and the perception of major actors, by period.

From the beginning of its formation to the present, the KPA still functions as a military 

forc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and the military nature of the state of North Korea 

is also constantly being reproduced. At the overall level, NK society has a military 

character, and the military is also militarily implementing the ideology pursued by NK 

society under the command system of the state. In other words, the identity of the state 

and the military are not clearly distinguished, but rather share the experience of North 

Korean political power that has been maintained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The 

domestic and foreign political structural variables surrounding NK are more closely 

intertwined with their nationality(･party characteristics) and military cluster. That’s why the 

supreme leader’s governing philosophy, which recognizes the situation, accepts it on its 

* First author(Corresponding author), Ph.D. Candidate in North Korean Studies at Kore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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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 and converts it into policy, inevitably permeates not only the political field but also 

the militar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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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강대국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 한･미동맹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정책적 방향성에 중점을 둔 연구이다. 강대국으로 형성된 구조의 제약에 기반을 

둔 기존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위협인식과 동맹의 견고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즉 내부적 요인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위협인식의 변화로서는 강대국의 경쟁 

심화라는 국제정치적 변화는 안미경중이라는 방향성에 대해 국민의 인식 변화를 이끌었으며, 

한미동맹의 견고성 약화를 우려하는 경향도 함께 보여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주한 미군의 군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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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상황 속에서 한･미 양국이 당면한 군사적 위협에 대해 단일한 객체가 대응하는 것처럼 

완전성을 의미하는 통합동맹은 먼저 전 영역을 통합하는 동맹을 제시한다. 지･해･공･사이버･우
주라는 전 전장을 동시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연합군 체제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전장통합을 위해 미국의 노력은 다방면에서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휘통제통신 측면이나 합동군 전투 교리 등에 대해 한미 연합군은 다양한 상황에서도 양국이 

갖고 있는 전투력을 최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통합을 이루어 할 것이다. 둘째는, 한･미 군사동

맹은 핵･재래전을 동시 대비할 수 있는 통합동맹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북한 핵은 고도화되어 

있으며 우리는 물론이고 미국 본토 타격까지 가능한 상황이나, 우리가 핵을 보유하기는 현실적인 

제약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개발된 저위력 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증강되

어가고 있는 재래식 전력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통합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 

동맹은 열전과 비열전을 모두 대비 할 수 있는 통합동맹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군사적 충돌 상황 

이전의 상황에서 분쟁을 관리하며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해 가는 회색지대 분쟁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한･미 군사동맹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 한미동맹, 포괄적전략동맹, 통합동맹, 위협인식, 동맹의 견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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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주지하다시피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안보 상황은 그 변화 속도와 강도가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북한은 완전한 핵 능력 구비를 위한 미사일 시험 발
사를 재개하며 2018년 자신들이 선언한 핵미사일 시험 금지 선언을 무효화하였고, 추가적
인 핵실험을 통해 완전한 핵무장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전략적 도발의 가능성도 보인다. 이
와 함께 미･중 전략경쟁은 군사적 대결 가능성까지 포함한 패권경쟁의 수준까지 상승된 상
황이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려 하고 있으
며, 반미 연대를 위한 러시아와 중국과의 전략적 유대관계는 높아지는 상황에 봉착되고 있
다. 강대국 정치의 부활과 함께 신냉전의 대결구조가 동아시아 지역에 드리워 지고 있는 상
황이다.

새로 출범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대안으로 외교정책에 있어서 한미동맹의 발전
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당선이 확정되고 난 후 가장 먼저 통화한 외국 정상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었고, 4월3일부터 10일까지 박진 외교부 장관을 단장으로 편성한 ‘한･미 정책
협의단’을 워싱턴으로 파견하여 당선인의 친서와 정책현안 협의 등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인 것은 이를 방증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 취임 후 
최단 시간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실시하여,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공감된 의지를 표현한 
바 있다.   

윤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었지만 현 정부는 한미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으로 인식하고 더 깊고 더 강한 동
맹을 추구하고자 한다. 군사동맹으로 출발한 한･동맹을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안보, 
경제, 기술 동맹까지 확장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해 함께 대응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을 보면, 안보분야에 있어서는 북한 핵에 대해서
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기본 방향성에 양국이 공감하였음을 명기하며, 미국의 확장억제를 
재공약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를 조기 재개토록 하였으며, 한미 연합 훈련의 정상화 
및 사이버 공격에 대한 공동대응을 합의하였다. 이번 방문에 있어서 경제분야에 대한 양국 
정상의 폭넓은 행보는 한･미동맹이 경제 분야까지 확대된 포괄동맹의 수준까지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방문지가 평택의 삼성반도체 공장이었으며, 마지막 
날 현대자동차 총수와 한 시간 가까이 시간을 할애한 것은 중산층을 위한 외교를 표방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 순위를 읽을 수 있었다. 양국은 국가안보실에 경제안보대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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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발족시켜 경제와 에너지 안보에 대한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이와 함께 첨
단 기술 협력의 분야에서는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자율 로봇 
등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하고 전문인력의 교류와 협력 뿐만아니라 공급망 재편에 관련된 협
력을 약속하는 등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강대국 간의 경쟁의 실질적인 내용과 이들이 우리의 외교정책, 특히 한･미 동맹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은 긴급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본 연구는 강대국 경
쟁이 한･미 동맹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북한과 중국이라는 위협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서 기인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출발하여 바람직한 한･미 동맹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
다. 구체적으로 한미동맹의 견고성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위협인식과 동맹에 관한 설문조사
의 결과를 분석하여 동맹에 관한 현주소를 진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제시되고 있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국가 수준의 한미관계의 청사진으로 간주하고 국방분야의 방향성을 포괄
동맹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성
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Ⅱ. 현상진단: 강대국 경쟁과 한미동맹의 견고성에 대한 인식 

1. 기존연구 검토: 강대국 경쟁과 동맹 관계  

강대국 경쟁의 성격과 대응에 관한 연구는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1) 우리와 직접적인 연
관이 있는 사안임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겠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
국의 대응 내용과 성격을 분석하는 데 중점이 되었으며, 최근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
공으로 인한 미국의 대응과 중･러 관계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
만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임에도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에 집중을 한 연구가 부족

1) 신종호 외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통일연구원 연구총서 21-22, 2021), 김상배 
편, 『4차 산업혁명과 미중 패권전쟁』(서울: 사회평론 아카데미, 2020), 이희옥･이율빈 편, 『미중 전략경쟁과 한
반도: 한･중 학계의 시각』(서울: 도서출판 서인, 2021), 김상배 편, 『미중 디지털 패권경쟁』(경기: 한울아카데미, 
2022). 현재 한미동맹의 동맹의 견고성에 관한 연구는 이처럼 패권 경쟁에 대한 성격과 우리의 대응 형태에 중점
을 두는 것이 사실이며, 본 논문은 패권 경쟁과 강대국 경쟁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의 현주소와 이에 대한 대안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이 갖는 기존 연구에 대한 기여도는 강대국 간의 경쟁으로 정의되는 국제 질서 속
의 동맹관계에 중점을 둔 기존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북한과 중국으로의 위협이 확장되는 상황 속의 동맹 견고성
에 대한 모델을 활용하고 이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실증적인 검증을 진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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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강대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협을 동시에 고려한 대응을 연구는 찾
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강대국 간의 관계 변화와 함께 북한 위협의 증대까지도 함께 고려
한 분석과 동맹의 대응 방안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부족함을 보완
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강대국 경쟁에 대한 성격과 내용에 대한 기존 연구
를 활용하여 강대국 경쟁과 북한의 위협 변화가 가져오는 동맹의 견고성의 변화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다.

중국의 부상은 미국으로 하여금 직접적인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게 되었
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오바마 행정부 이후 발간된 국가안보전략 문서에 지속적으로 언
급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직후 발간 한 국가안보 잠정지침에서 중국을 유일한 경쟁
자(the only competitor)로 격상시켰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2022년 
2월에는 국가안보전략서 발간보다 지역전략서인 인･태 전략서를 먼저 발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 위협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한･미동맹에 있어서 공동으로 대응해
야할 위협이 증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비대칭성을 견지하고 있는 한･미 동맹에 있어
서 이러한 변화는 동맹 견고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동맹의 견고성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의 Joshua 
Byun은 비대칭 동맹에 있어서 위협에 대한 강대국의 정책변화와 위협에 대한 약소국의 취
약성의 정도에 따라 동맹의 견고성이 변화됨을 주장하였다.2) 약소국의 자율성을 담보로 안
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비대칭 동맹의 강대국은 위협 대상에 대해 책임전가와 균형
전략을 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안보를 강대국의 공약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동맹의 약소국으로서는 위협에 대한 취약성의 수준에 따라 동맹 공약에 대한 신뢰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동맹의 분열과 통합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표 1> 비대칭 동맹에 있어서 동맹의 견고성3)

약소국의 군사적 취약성 

낮음 높음

강대국의 

대전략

책임전가전략 전략적 통합 ①전략적 분열(북한)

균형전략 ②전략적 분열(중국) 전략적 통합

위의 표에서 제시하듯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해 미국의 대전략과 한국의 군사적 취약성

2) 정성윤, “한･미 전략적 통합을 위한 조건,” 『국제관계연구』제26권 제2호(2021 겨울), p. 103에서 재인용. 

3) 정성윤 (2021), p.103을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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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합을 각각 적용하면 한･미 동맹의 견고성을 판단할 수 있다. 먼저 기존의 위협인 북한
에 대한 한･미 동맹의 대응이다. 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의 시험 발사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균형전략보다는 
한국의 역할과 중국의 외교적 대응을 강조하는 책임전가전략에 가까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
다. 이는 북한 위협보다는 중국 부상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
위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타당한 추론이라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한국은 북한의 핵 
능력의 고도화로 실질적으로 핵공격의 대상이 되는 상황 속에 군사적 취약성은 증대되고 있
는 상황이다. Joshua Byun의 구분에 의하면 우상 격자에 해당하는 전략적 분열이 예상된다
고 할 수 있다. ② 중국의 부상에 대한 한･미 동맹의 대응을 살펴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부상을 전 방위적으로 차단하고 지연하고자 하는 균형전략을 표명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
라이나 침공이 임박하다는 정보공동체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던 2022년 2월 국가안보전략
서보다 먼저 발간된 바이든 행정부의 인태전략서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이 국가전략 수
준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비해 한국은 중국의 부상을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
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북한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속에, 양국의 군
사력의 차이가 현저한 상황 속에 현존 위협으로 간주하고 취약성에 대한 조치를 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곧 위의 표의 좌하 격자인 전략적 분열에 해당된다. 북한에서 중국으로의 
위협의 확대는 미국의 전략적 대응의 변화를 유도하였으며, 이는 약소국인 한국의 군사적 
취약성과 상호작용하여 궁극적으로 한･미 동맹에 있어서 전략적 균열, 즉 동맹의 견고성에 
심대한 약화를 가져오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북한과 중국을 고려한 미국의 전략적 
대응과 한국의 군사적 취약성의 조합은 한미동맹에서 전략적 균열을 야기하는 상황임에 틀
림없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2.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의 인식 

이론적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미 동맹의 견고성 약화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인식에
도 표현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에서 1989년부터 30여년이 넘게 진행해온 범국
민 안보의식 조사의 내용 중 최근 10여년간 동맹의 견고성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돈독하다는 비율은 그렇지 않다는 답변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시작되어 온 2014년을 기점으로 한 최근에는 전반적인 하강 추세를 나타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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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미동맹의 견고성에 대한 인식

2019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최저 수준을 도달한 후 조금의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림#2에서 보듯 2021년의 결과는 일반 국민의 경우 43.8%, 전문가 집단의 경우 
58.3%만이 돈독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이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통상 전문가 집단은 
10%~15% 정도로 견고함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전문가 집단의 수준으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의 결과가 관찰되었다.

[그림 2] 한미동맹의 견고성에 대한 인식 2021

[2021년 일반국민] [2021년 전문가]

또한 구체적으로 한미동맹의 저해 요인이 무엇인지 세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기존의 인
식에서 상당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과거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었던 주한 미군 
범죄문제와 한･미간의 경제분야 이해 갈등의 문제에서 최근에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북한의 한미간의 이간책, 한미간 군사 정책에 대한 이견 등으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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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의 이견을 동맹 유지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한 답변은 2020년과 비교하여 가장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쿼드 가입에 대한 합의 부재, 전작권 전환 절차 지연,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 부족 등을 국민도 동일하게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
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여론의 추이가 일관성이 없거나 특정 사안에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도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추세와 변화를 함께 고려해 본다면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사
안들은 여론에도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한미동맹 관계 유지의 저해 요인

그럼 한미동맹의 구체적인 실체로 인식되고 있는 주한미군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자. 실질적인 군사적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 미군의 역할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는 
주한미군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추세를 정리하며 중요성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10년 전에 비해 그 중요도는 
10%가 더 넘게 올라갔으며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5.7%에서 3.3%로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그림 4] 주한미군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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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안보/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4)

미･중 간의 전략경쟁 혹은 러시아를 포함한 강대국 간 힘의 정치의 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하는 실용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많이 귀결되고 있다. 
그러한 주장 중에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대안은 안보를 위한 협력은 미국 중심으로, 
경제적 국익 추구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미경중(安美經
中)’ 주장은 위험을 분산하는 헤징의 전략 혹은 실리를 추구하는 실용적인 방법으로 제시되
고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사
실이다. 설문 결과는 우리의 일반적인 견해와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
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상한 대로 안보측면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나라는 미국
으로 75%를 상회하는 꾸준함을 나타냈으며, 특히 최근 들어서는 필요성이 상승하는 추세이
다. 반면에 경제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예상과 달라 보인다. 2014년을 
기점으로 미국보다 중국이 중요하다는 답변이 많아지기 시작하였으나 이는 2017년까지만 
지속되다가 이후는 다시 미국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며 그 간격은 더 커졌다. 특히 
2021년의 경우 미국은 71%인데 비해 중국은 20% 수준으로 그 격차가 50%이상으로 최근 
10여년 기간 동안 그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적 성장과 강대국으로
의 부상은 경제적으로 교역량이 많아진 2014년을 기점으로 국민의 인식도 변화되었던 것으
로 보인다. 하지만 2016년 THAAD 사태를 겪고 난 후 중국에 대한 인식은 새로운 평가를 
한 것으로 분석이 될 수 있다.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를 진행해온 30여년의 기간 동안 3년의 
기간 동안 만이 중국의 중요도가 부각되었을 뿐 대부분의 기간, 그리고 현재의 상황은 경제

4)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21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충남; 국방대학교, 2021), 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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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익에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게 생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겠다. 물론 질문의 구성 
형태, 특정 사건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여론 조사의 한계로 인해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지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찰 일관성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의견이라
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설문조사의 결과로 종합을 해 보면, 미중의 
전략경쟁 상황 속에서도 국민이 신뢰할 만한 대상은 미국이라는 공감대는 굳건해 보인다. 
특히 경제적 분야에서도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동맹과의 협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주한 미군의 
역할을 더욱 필요로 하는 이유는 북한 핵에 의한 위협이 증대되고 있어 비핵국가인 한국으
로서는 핵우산의 인계철선의 역할인 주한 미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
겠다. 이러한 우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의 견고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금의 부침은 있지만 과거에 비해 동맹 간 이견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 모습은 한미동맹의 견고함에 의심이 높은 상황이다.

종합하여 판단하여 본다면 정책적 차이들로 인해 한미동맹이 약화되어 간다는 인식은 늘
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미동맹에 있어서 미군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한미동맹의 군사적 역할 증대는 아직도 
필요하다는 입장에 국민은 상당부분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여론을 반영하는 것을 어
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여론의 변화성(volatile), 비논리성
(incoherent), 무입장(nonattitudes)을 강조한 알몬드-림프만 합의(Almond-Lippmann 
consensus)는 여론을 기반으로 한 외교정책을 경계하고 있다.5)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정보
에 대한 접근성의 획기적인 확대와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의 추세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는 
이러한 논리로 여론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국방과 외교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결연한 의지와 적극적인 지지가 없이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우
며, 궁극적으로 국민은 안보 상황에 대한 비용과 고통을 감내하게 되는 힘의 근원이기 때문
이다.    

5) Steven W. Hook, US Foreign Policy: The Paradox of World Power (Washington D.C: CQ press, 
2016), pp. 2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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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미 군사동맹의 청사진: 통합동맹 

1. 포괄적 전략동맹과 통합동맹 

한･미동맹의 견고함에 대한 우려와 강대국 경쟁의 심화에 따른 안보질서의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제시된 현 정부의‘포괄적 전략동맹’은 포괄적이란 용어가 의미하듯 동맹 역할의 확
장을 의미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북 위협 중심의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진행되어온 한미동
맹이 경제･사회･과학기술 등의 비군사분야와 기후･질병･테러 등의 글로벌 위협까지 한･미
가 동맹으로서 함께 대응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70년이 넘게 유지되어온 철통
(Ironclad)같은 한미동맹이 다양한 범주에서 공동 행보를 추진해 간다는 것은 지극히 타당
한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영역의 확장인 ‘포괄적 전략동맹’의 표현은 군사영역과 비군
사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치･외교적 수준의, 곧 군사동맹 이상의 수준에 적합한 
청사진이라 할 수 있겠다. 과거 2009년 한미정상회담에서 동맹 미래 비전을 합의하고 이를 
‘전략동맹’이라 칭하며 기존의 우호관계를 격상시켰을 시기만 하더라도 평화유지활동, 안정
화 및 인도적 지원 등의 협력 확대는 군사 중심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지만 현
재의 ‘포괄적 전략동맹’은 위에서 기술한 바대로 전영역으로의 확대된 국가적 수준의 한미동
맹 미래상으로서 ‘포괄적 전략동맹’에 기여할 수 있는 국방분야의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미동맹의 국방 청사진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겠다. 위에서 언급
한 대로 먼저 현존 위협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위협의 고도화와 
중국 위협의 현실화를 들 수 있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는 한미동맹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군사적 위협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핵국가인 한국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며, 본토 피격 능력까지 보유한 북한의 위협은 미국에게도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국의 부상은 현실적 위협이 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안보
전략 잠정지침에서 중국을 유일한 경쟁국(only competitor)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태평양 
억제전략(PDI;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s)을 통해 군사적으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
고 있다. 기존의 한미동맹이 다루어야 할 위협,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위협은 즉각 
대응해야할 현존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위협의 변화에 대해 양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가 상대적
으로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 수 있겠다. 대비 부족에 대한 우려는 물리적인 훈련 부족과 비물
리적인 상호운용성 부족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연합군사훈련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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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실질적인 대규모 기동훈련이 제한된 기간 동안 발생한 전투 
준비태세의 약화는 시급히 복원이 되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요인은 급변하게 
발전되어가고 있는 전장의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부족을 들 수 있겠다. 4차 산업혁명이 가
져온 기술의 발전은 AI와 로봇이 가미된 유무인 복합체계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사이버와 
우주 공간이 전장 영역으로 포함 확대되며 전 영역작전(All-Domain Operations)이 가능
한 합동군 전투 지휘체계와 운용교리들이 발전되고 있다. 한･미가 함께 군사적으로 대응 해
야 할 전장의 상황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동맹체계의 운용의 핵심인 상호운용성을 유
지하려면 과거보다 더 큰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미 군사동맹의 지향점을 과거 전략적 연대의 의미보다 높은 
수준으로 ‘통합군사동맹(Integrated Military Alliance)’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위한 범주를 제시하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한미동맹을 군사동맹으로 간주하며 군이 
주도적으로 한미관계를 이끌어가는 상황은 이제 변화되었다. 전정부적 접근방식(Whole 
Government Approach)을 의미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큰 그림 속에 국방 분야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최초 군사동맹으로 시작한 한미동맹이 포괄적 전략동맹
으로 발전하기까지 큰 역할을 했던 군은 이제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 포괄적 전략동맹에서 
국방의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이 함께 대적해야 하는 위협의 수준은 심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의 핵개발
과 핵능력 고도화는 한국에게는 국가 존망의 위기까지 상정할 수 있는 위협 수준이며,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보유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미국에게 북한은 실재적인 위협으로 
부상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유일한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을 지역패권국
으로 부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최우선 과제로 국력을 모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증대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의 군사적 공동 대응은 더 공고화 되었
어야 했으나, 정치적인 결정과 전 세계적 영향을 미쳐온 감염병 위기 상황으로 인해 그 반대
의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6) 이에 더해 4차 산업혁명으로 발전된 무기체계와 전투수
행방법의 변화는 한반도에서의 연합작전에 대한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양국 군
사력의 상호운용성 증대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
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곧 한･미 군사동맹은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은 물론이고, 기술과 무기체계의 변화 속에서
도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육･해･공에서 

6) The Asan Institute, “The Troubled ROK-US Alliance,” Issue Briefs (2022-1-21), https://en.asaninst.
org/contents/the-troubled-rok-u-s-alliance/ (검색일: 202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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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우주 영역까지 확장된 전장 영역 속에서 한･미 연합군이 일사분란한 지휘･통제･통
신을 통한 작전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미래상을 포함할 수 있는 한미군
사동맹의 청사진을 통합동맹(Integrated Alliance)으로 제시를 한다. 포괄적 전략동맹이라
는 국가적 수준의 한미동맹 미래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군사적 수준의 한미동맹은 통합동맹의 
형태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2. 통합동맹의 의미와 분야 

통합동맹은 지금까지 유지해온 한미동맹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에 기여하고자하는 
군사적 분야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핵과 재래전의 동시 대응과 강대국과 약소국
의 비대칭 위협을 한･미 양국이 지･해･공･사이버･우주의 전영역에서 함께 대응을 해야 하
는 한･미 군사동맹의 미래 모습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통합(integration)이라는 용어는 구
성 객체가 한 기능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복잡하고도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한･미 양국이 당면한 군사적 위협에 대해 단일한 객체가 대응하는 것처
럼 완전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통합이라는 다소 높은 수준의 
표현을 선택한 것도 현재까지의 노력보다도 더욱 깊고 강한 동맹을 형성해야 한다는 당위성
도 포함이 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한미동맹이 다루어야할 위협의 범주에 중국이 실제적인 
대상으로 부상이 되었고, 북한 위협은 핵능력 고도화로 더욱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강한 정책적 드라이브는 의지와 능력을 함께 증진시키는 중요한 방향성으로 보여진다.  

통합동맹의 기치 하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야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의 동맹의 행태로는 달
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의 발전에 중심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
면 동맹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있는 양국 동맹에 있어서 상당부분 미국의 발전 상황을 우
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국방정책의 발전 방향에 우리의 향상된 
역량도 함께 기여할 수 있는 형태로 통합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으로 
통합동맹을 구성하는 세부 분야를 제시하면 ① 전장 영역의 통합 ② 핵-재래전 통합 ③ 열전
-비열전의 통합으로 할 수 있겠다. 미래 국방을 준비하는 노력의 통합이 필요한 분야에 한미
동맹이 통합 수준으로까지 긴밀한 협력이 달성되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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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통합동맹의 세부 내용 

최근 미국방부가 비문의 국방전략서(NDS; National Defense Strategy)를 국회로 보고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국방전략서의 주요 내용을 짧게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전략서는 핵
태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와 미사일방어체계검토보고서(MDR; 
Missile Defense Review)와 동시에 발간하며 상호 통합성(a fully integrated way)을 최
대화 시켰음을 강조하였다.7) 이와 함께 국방운용의 주요 노력선으로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를 제시하며 미국이 인식하고 있는 위협의 변화와 전장 상황의 변화에 대한 국
방의 대응 방향의 주요 수단임을 언급하였다.8) 2021년 인도태평양사령관 이취임식에서 최
초 언급된 통합억제는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도전국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오스틴 
장관이 제시하고 있는 국방전략의 방향으로 보인다. 첨단 기술을 활용함과 동시에 우주와 
사이버 영역까지 확대된 전영역작전을 모두 활용하여 적대세력에게 억제력의 신뢰를 줄 수 
있는 방향성과 지향점의 역할로 해석이 된다.9)10) 곧 현재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과 상
황에 대한 발전 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그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한･미 통합동
맹의 방향에 많은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11)

7) 최근 공개된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NSS)에서 통합억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언급되었다. 통합 억
제를 5개 분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통합억제가 국방운영의 핵심 개념이 국가안보전략의 중요 구성임을 방증
한다고 할 수 있겠다.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ct. 2022).” p. 22.   

8) US Department of Defense, “Fact Sheet: 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 https://media.defense.
gov/2022/Mar/28/2002964702/-1/-1/1/NDS-FACT-SHEET.PDF?source=GovDelivery (검색일: 2022.
4.5.).

9) 오스틴 장관이 주장하는 통합억제의 기저에는 중국에 대응하여 절대적인 군사적 우위 달성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
다는 현실적인 판단이며, 이는 미국의 군사전략의 수세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도 함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
울러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서도 보수성향의 논객들은 반대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논란의 자세한 부분은 다음을 
참조할 것. Thomas Spoehr, “Bad Idea: Relying on “Integrated Deterrence” Instead of Building 
Sufficient U.S. Military Power,”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December 3, 2021). 

10) Todd Lopez, “Defense Secretary Says ‘Integrated Deterrence’ is Cornerstone of U.S. Defense,” Do
D News (April 30, 2021), https://www.defense.gov/Explore/News/Article/Article/2592149/defens
e-secretary-says-integrated-deterrence-is-cornerstone-of-us-defense/ (검색일: 2022.4.5.).

11) 통합동맹의 분야와 세부내용은 4차 산업혁명의 발전과 위협의 변화를 고려하여 앞으로 한미연합군이 상호운용
성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현 주소를 실제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
다. 본 논문에 대한 독창적인 내용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다는 심사위원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현재
의 진행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통합 동맹의 시발점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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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장 영역의 통합  

기존의 지상･해상･공중의 전통적 전투 영역에서 최근 우주와 사이버 영역의 추가로 전장 
공간이 확대된 상황이다. 이러한 다양화된 전장 영역을 통합하기 위해 미군은 합동전투개념
(Joint Warfighting Concept)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중국의 A2/AD 전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된 공해전투(Air Sea Battle)개념을 발전시켜 지구적 공유재에 대한 접
근과 기동 개념(JAM-GC; 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uever in Global 
Commons)을 대체 할 수 있는 전영역작전(All Domain Operation)으로 정리되어 지는 
것으로 보인다.12) 최근 미국 합참은 합동전투개념이 승인되자 이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4개 분야에 걸친 전략지침 (strategic directives)을 하달하였다. 

전영역작전의 4대 분야로도 알려져 있는 ①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 (Joint All Domain 
Command and Control, JADC2) ② 합동 화력 (Joint Fires) ③ 정보 우위 (Information 
Advantage) ④ 경쟁적 군수지원 (Contested Logistics), 4개 분야에 대한 주요 내용을 포
함하고 있다.13)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는 모든 영역의 데이터들이 실시간 공유되는 상황을 
실현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실상 결심에 필요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자 하는 것이다. 전장 상황과 관련된 데이터와 정보들을 전투 클라우드 (combat cloud)로 
종합하고 시간과 장소 불문하고 실시간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위협 상황에 따라 
접근 권한이 거부 될 수도 있으며, 실제로 집중화된 통제 체계와 분산된 실행의 모습을 적극
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둘째는 합동화력으로, 전 영역과 모든 군에서 제한없이 공격이 가능하도록 만듬으로써 적
으로 하여금 공격 원점을 식별할 수 없어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목표를 갖는 
개념이다. 이는 쉽지 않은 과업이겠지만, 이것이 달성된다면 미래 전장은 전혀 다른 형태일 
것이며 미군이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 정보우위는 체계와 전투
원과의 연결을 핵심으로 하며, 개개인 상호간의 연결과 함께, 각 군과 병종 간, 동맹국과 우
방국과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헤이튼 합참차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제시한 경쟁 상황 하 군수지원의 완결성
으로, 탄약과 식량 등의 전시 물자는 마술처럼 공간 이동을 할 수 없는 특성은 앞으로도 변

12) Theresa Hitchens, “SecDef Oks Joint Warfighting Concept; Joint Requirements Due Soon,” Breaki
ng Defense (June 16, 2021), https://breakingdefense.com/2021/06/secdef-oks-joint-warfighting-
construct-joint-requirements-due-soon/ (검색일: 2022.4.5.).

13) Theresa Hitchens, “Joint ‘Strategic Directives’ Set Requirements for All Domain Ops,” Breaking 
Defense (June 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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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상수라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미군이 태평양과 유럽지역으로 경쟁 상황 하 원정 
군수지원을 한 경험은 2차 세계대전이 마지막으로, 미래의 복잡하고 험준한 상황 속의 군수
지원 문제는 가장 많은 창의력이 필요한 분야로 제시하고 있다.14)

이렇듯 영역의 통합을 통해 교차영역승수효과(cross-domain synergy)를 최대화하려는 
미군의 노력은 차근차근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임에 비해, 우리의 현실은 우주와 사이버 영
역의 전장화에 대한 준비도 부족한 상황이다. 한･미 연합군이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
서 양국의 격차는 효과적인 전투력 발휘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우주군의 
형성과정과 합동전영역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휘통신과 전장통제, 영역교차, 전투지원 
및 근무지원체계에 대한 협력은 미래 한･미 통합동맹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2. 핵-재래전의 통합   

통합의 모습은 핵전력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으로도 표현되고 있다. 재래식 억제와 
핵 억제의 통합을 추진하며 핵전쟁과 재래식 전쟁을 분리하는 인식에서 벗어난 통합을 준비하는 
노력을 기하고 있다. 이는 최근 재래식-핵 전력 통합 (CNI, 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2018년 핵태세 검토보고서 (NPR; Nuclear 
Posture Review) 발표 이후부터 미국은 핵전력 현대화와 핵무기 운용개념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해왔다.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은 핵선제사용 금지정책의 위험성 (Dangers 
of a Nuclear No First Use Policy)을 통해 기존에 핵사용의 전략적 모호성에서 탈피하여 
핵 선제공격 가능성까지 열어 두었으며, 잠재적 도전국의 비전략적핵공격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핵무기의 사용 대상과 상황에 대한 구체화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2020년 4월 6일에는 에스퍼 국방장관의 명의로 “핵 억제력: 미국 국가방위의 토대와 
수단 (NUCLEAR DETERRENCE: America’s Foundation and Backstop for National 
Defense)” 보고서를 발표하며 2021년 국방예산 반영에 있어서 핵전력 현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15)

핵 사용 가능성을 높혀가기 위한 이러한 노력 속에 미 국방부는 신형 저강도 핵무기인 

14) David Vergun, “DoD Focuses on Aspirational Challenges in Future Warfighting,” Department of 
Defense News (July 26, 2021). 

15) Department of Defense, “NUCLEAR DETERRENCE: America’s Foundation and Backstop for Natio
nal Defense,” https://media.defense.gov/2020/Apr/07/2002276858/-1/-1/1/NUCLEAR-DETERR
ENCE-AMERICAS-FOUNDATION-AND-BACKSTOP-FOR-NATIONAL-DEFENSE.PDF (검색일: 202
2.4.5.). 



78 ❚ 국방연구 65 ‒ 4

W76-2를 탑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했음을 발표하기도 하였다.16) 잠수함 
발사 저강도 핵무기인 W76-2의 개발과 함께 기존에 운용 중인 공중 투발 저강도 핵무기의 
성능 개발에도 노력을 기하고 있다. F-15E에 장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신형 핵폭탄 
B61-12 투하시험에 최종 성공했음을 밝혔다.17) 주로 유럽에 배치되어 NATO 회원국과 공
유하고 있는 중력 강하 핵무기인 B61 계열의 변형으로서 B61-11 탄두의 기본 폭발력이 
400kt임에 비해 B61-12는 소형화와 함께 폭발력을 4단계(0.3kt, 1.5kt, 10kt, 50kt)로 조
정할 수 있어 지하시설 타격에 최적화 되어있다. 첨단 레이더와 GPS가 탑재되어 오차범위
가 현저하게 개선되었으며 F-35A, F-16, PA-200 Tornado, B-2 Spirit과 차세대 전략폭
격기인 B-21에도 장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18) 

이렇게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저강도 핵무기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잠재적 도전국인 중국
과 러시아에 대한 억제 기재로써의 역할을 할 것이지만, 북한 핵위협에 대한 미국의 핵 확장
억제 능력의 진전으로도 활용 할 수 있겠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국의 핵무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지인 상황에서 북한 핵의 대응을 위해서는 미국의 확장억제력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재래전 대응 능력을 조속히 구축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핵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의도적으로 높여갈 필요도 있는 것이다. 핵 억지를 위한 미국의 
활동과 공약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미국이 필요로 하는 재래전 능력을 보강해주는 방향으로 
우리의 능력을 증진 시켜간다면 서로에게 상보되는 방향으로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3. 열전-비열전의 통합   

오스틴 장관은 국제전략연구소(IISS; Inter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가 
주최하는 Fullerton 강연에서 미군은 군사-비군사 구분 없이 모든 능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동맹과 우방국과 함께 회색지대(grey zone) 분쟁을 포함하는 전 범주의 위협에 
공동으로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대응에 부족한 능력을 가진 동

16) Department of Defense, “Statement on the Fielding of the W76-2 Low-Yield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Warhead (Feb. 4, 2020), https://www.defense.gov/Newsroom/Releases/Release/A
rticle/2073532/statement-on-the-fielding-of-the-w76-2-low-yield-submarine-launched-ballistic
-m/ (검색일: 2022.4.5.). 

17) Ankit Panda, “US Air Force’s F-15E Completes Certification to Deliver B61-12 Nuclear Weapon,” 
The Diplomat(June 09, 2020), https://thediplomat.com/2020/06/us-air-forces-f-15e-completes-
certification-to-deliver-b61-12-nuclear-weapon/ (검색일: 2022.4.5.). 

18) Joseph Trevithick, “F-15E Strike Eagle First Jet Cleared to Employ Air Force’s New B61-12 Nuclear 
Bombs,” The Drive (June 8, 2020), https://www.thedrive.com/the-war-zone/33936/f-15e-strike-
eagle-first-jet-cleared-to-carry-air-forces-new-b61-12-nuclear-bombs (검색일: 20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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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과 우방국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며,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함께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19)

열전 수준을 넘지 않은 상황관리를 통해 국익을 추구하는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며 특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직면하고 있는 중국의 하이브리드 위협에 공동 대응을 강조
하였다. 군사적 충돌의 임계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중국의 회색지
대 전략20)으로 인해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지구적 공유재인 해양으로의 자유로운 접근성
을 제약받는 상황을 함께 극복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최근 
공개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태전략서에서 태평양 지역의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을 증대하고 
해상경비대(Coast Guard)의 배치를 늘리겠다는 내용은 중국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대응으
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21)

전략적 도발을 포함한 북한의 국지 도발은 열전으로의 확전을 통제하면서도 그들의 정치
적 이득을 얻어가는 행태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서해의 내해화와 방공식별구역 관련 마찰은 
현재의 중국의 영향력 확장 추세를 보면 예견되는 미래 상황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 정보전
의 증강된 형태인 지능화전을 발전시켜가고 있는 중국의 행태 대한 대비를 함께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간된 인태전략서에서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및 태평양 도서 지역
에 대한 미국의 해양경찰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겠다는 실행 계획을 선포한 바 있다. 해양경
찰 역할의 증대는 군을 활용하는 대응보다는 규칙과 질서 기반의 접근을 강조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적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남중국해 등에서 사용해온 중국의 전략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군사와 비군사적 상황의 구분이 모호해 지고 있는 상황 속에 이
를 실질적으로 활용하여 적용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
는 상황이다.     

19) Secretary of Defense Lloyd J. Austin III, “Secretary of Defense Lloyd J. Austin III Participates in Fu
llerton Lecture Series in Singapore (July 27, 2021),” https://www.defense.gov/Newsroom/Transcri
pts/Transcript/Article/2711025/secretary-of-defense-lloyd-j-austin-iii-participates-in-fullerton-
lecture-serie/ (검색일: 2021.11.08.).

20) 회색지대 전략이란 ‘한 국가가 정규 군대가 아닌 다른 강압적인 수단을 주로 사용하여 점진적으로 자신들의 이
익과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며, 상대국은 전략 사용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평시와 전시 사이에 놓
여 있는 상태가 되게끔 만드는 모든 전략’으로 정의 될 수 있으며, 미중 경쟁의 해상 상황에서 적용되는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조용수, “중국의 회색지대전략 메커니즘 분석을 통한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분쟁 양상 
비교: 시계열 데이터에 근거한 경험적 연구를 중심으로, 『해양안보』Vol. 1, No. 1 (Winter, 2020).  

21) The White House,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FEBRUARY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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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한미동맹의 견고함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함께 한미연합군의 전투준비 태세의 실질적인 
대응 능력은 정치적 고려와 코로나 상황으로 발전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시간 동안 북한 핵은 고도화되어 가고 있으며 미･중 경쟁은 악화일로로 치달아 가고 있
다. 이에 더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의 발전은 미･중 전략경쟁으로 투영되어 무기체계와 지
휘통제를 포함한 전쟁 수행 방법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위협과 상황은 신속하게 변화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더딘 상황이다. 현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핵
심 역량인 한･미 군사동맹의 혁신적인 발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국가적 동맹 비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방분야의 통합동맹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한･미 군사동맹은 전 영역을 통합하는 통합동맹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해･
공･사이버･우주라는 전 전장을 동시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연합군 체제로 
발전을 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전장통합을 위해 미국의 노력은 다방면에서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휘통제통신 측면이나 합동군 전투 교리 등에 대해 한미 연합군은 다양한 
상황에서도 양국이 갖고 있는 전투력을 최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통합을 이루어 할 것이
다. 이와 함께, 한･미 군사동맹은 핵･재래전을 동시 대비할 수 있는 통합동맹으로 나아가야 
한다. 북한 핵은 고도화되어 있으며 우리는 물론이고 미국 본토 타격까지 가능한 상황이나, 
우리가 핵을 보유하기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다. 최근 개발된 저위력 핵무기를 포함한 미
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증강되어가고 있는 재래식 전력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통합을 달성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미 동맹은 열전과 비열전을 모두 대비 할 수 있는 통합동맹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군사적 충돌 상황 이전의 상황에서 분쟁을 관리하며 자국의 이익만을 추
구해 가는 회색지대 분쟁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한･미 군사동맹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통합동맹의 청사진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 제기될 수 있는 동맹 현안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시급한 것은 한미군사훈련의 정상화와 정례화로서 이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조속한 복귀를 합의한 점은 다행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은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전작권 전환, 인도-태평양 전략의 실행에 있어서의 구체적 협력 사항에 
대한 소요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은 국가안보전략서(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발간에 앞서 인도･태평양전략(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을 먼저 발표하였다. 물론 2021년 3월에 잠정국가안보지침서를 발간하기는 하였지
만 공식적인 국가전략서 발표 이전에 지역전략서가 발표된 것은 드문 경우이다. 미국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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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적 우선 지역인 아태지역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한 인태전략서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
의 위상을 아태지역의 정치, 경제, 외교 분야 다시 말하면, 비군사분야의 협력의 중심 협력 
협의체로 기술하였다. 군사적 분야에서 인도와의 협력이 원활하게 발전하지 못하자 국방분
야를 제외한 분야에서의 핵심 협의체로 위상을 자리매김 하였다. 그에 반해 인태지역의 안
보협력은 태평양 억제구상 (PDI;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과 AUKUS를 중심으로 
진행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쿼드에서는 비군사적 협력 방안과 
함께 필요한 역할을 협력하는 것이 타당하고, 국방분야의 협력은 AUKUS와 PDI를 중심으
로 그 역할을 확대해 가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태평양 억제구상에서 도련선
을 연하는 도서지역과의 안보협력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호주와 영국 등의 기존 동맹국과의 
연합 훈련과 상호운용성 증대에 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의 역할을 증진시키고 통합
동맹으로 가는 방향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통합동맹이라는 다소 높은 수준의 협력을 제시한 근본적인 이유는 
위협의 변화와 동맹의 견고성에 대한 인식인 선형적이지 않다는 인식에 기본을 두고 있다. 
위협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른 위협의 등장으로 인한 위협의 분절 혹은 공유 
위협의 위협인식 증대는 동맹의 분열, 곧 디커플링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는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선형적인 대응으로는 기존의 수준으로 복귀하기가 어렵다
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살펴 본 바대로 국민의 인식과 불안은 동맹의 견고성에 의심을 
품을 수 있는 수준으로 인식되어진다. 북한의 위협 증대와 중국 위협의 새로운 부상은 그동
안 견고했던 한미동맹의 상황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는 더 강력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통합동맹을 군사적 동맹의 청사진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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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focused on a direction of ROK-US alliance under great powers competition. 

Contrary to existing literature that paid more attention to structural constraint that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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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erence namely internal factors. More severed great power competition induced both 

the change of people perception such as security for U.S. economy for China and anxiety 

of ROK-US alliance coherence. However, perception toward the role of U.S. forces in 

Korea is increasing. Considering these circumstances, the author suggests integrated alliance 

as a blueprint of ROK-US alliance. In order to respond complex and diverse situations 

ROK-US alliance should act like an unitary actor. The integrated alliance consists of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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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al war and integration of hot war and non-hot war (gray zone war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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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2017년 중국은 16페이지 분량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규획(新一代人工智能發展規劃)을 
발표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 발전 전략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국가 간 새로운 힘의 경쟁이라는 사실에 직면해, ①새
로운 국제 경쟁 우위, ②신산업 발전 촉진, ③국가 안보 강화를 강조했다.1) 구체적으로 중국
은 세 단계로 양적 기준을 제시하며 인공지능 발전 계획을 명시했다. 우선 중국은 2020년까
지 미국 및 주요 국가에 상응하는 인공지능 기술 수준에 도달하고 1,500억 위안(元) 이상의 
가치로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한다. 이어서 중국은 인공지능 기술과 적용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고, 인공지능 이론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한다. 중국은 2025
년까지 인공지능을 스마트 제조(Smart Manufacturing), 스마트 헬스 케어(Health Care), 
스마트 도시, 농업, 국방 같은 분야에 적용해, 핵심 인공지능 산업의 가치를 4,000억 위안까
지 달성하고 인공지능 관련 산업 가치를 5조 위안에 이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마지막 
단계는 2030년까지 중국이 인공지능의 이론, 기술, 응용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
고, 1조 위안 이상의 산업 가치를 지닌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한다.2)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인공지능 전략 목표는 미국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을 
포함해 세계 다른 국가와 비슷해 보인다. 인공지능 주도국들은 기술 발전에 수반되는 잠재
적 윤리 피해를 완화하면서 경제･사회 성과를 개선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술 
투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미국이 시장의 힘과 소비주의(Consumerism)를 주요 인공지능 
발전 동인(Incentive)으로 본다면, 중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3)

기실 중국의 인공지능 개발 목적은 자국이 과학과 기술 초강대국(Scientific & Technical 
Superpower)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또 상업용 인공지능 산업과 산업용 로봇 창출의 선두주자로
서 이 분야에서 세계 혁신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한다.4) 이런 시각은 국가들이 앞다퉈 인공지능을 

1) 2020년 2월 기준, 약 60개의 국가가 인공지능 정책을 공개했다. 2017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미국, 중국, 유럽연
합, 일본이 인공지능 정책을 연달아 발표했고 한국은 2019년에 발표했다. 國務院. 新一代人工智能發展規劃的
通知. 2017年7月8日 참고.

2) 國務院(2017).

3) Amy Webb. The big nine: How the tech titans and their thinking machines could warp humanity 
(Hachette UK, 2019).

4) Anton Saveliev & Denis Zhurenkov.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ocial responsibility: the case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ies in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China.” Kybernetes Vol. 50, No. 3 
(2020), p.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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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는 궁극적인 이유로 특정 지역을 지배하거나 기업을 유치하기보다 탄력적인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과 상충된다.5) 이에 대해 정징한(曾敬涵)은 중국이 경제 발전보다 인민을 감시하고 
공산당 정당성(Legitimacy)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인공지능 
발전을 통한 중국의 경제 성장과 글로벌 위상 제고는 권위주의 체제 유지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가적인 목표로 간주되기도 한다.6)

중국은 2018년 인공지능 부문 특허 건수에서 세계 37%를 차지해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 나아가 중국은 인공지능을 신형군사공격능력(新型軍事打擊力量)으로 간
주해, 군사용으로 응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7) 하지만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은 질적인
(Qualitative) 측면에서 여전히 미국에 뒤처져 있다. 2019년 중국의 인공지능 역량은 인재, 
연구, 개발, 하드웨어 부분에서 32.3점으로 미국의 44.2점에 못 미친다.8) 또 하드웨어, 데이
터(Data), 연구, 알고리즘, 상업 영역을 산출한 인공지능 잠재 지수(Potential Index)에 따
르면, 중국의 인공지능 능력은 17점으로 미국 33점의 절반 수준이다.9) 비록 중국이 국가 
주도적인 인공지능 발전 계획과 무분별한 빅데이터(Big Data) 수집을 통해 미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더라도, 중국의 데이터 수집 기준이 국제 기준과 상이해 호환성이 약하다는 맹
점이 있다. 또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은 하드웨어(Hardware)와 운영 체제(Operation 
System) 투자보다 데이터 수집과 알고리즘(Algorithm) 개발에 편향돼 있어 미국 중심의 기
술 플랫폼(Platform)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무엇보다도 데이터 수집 기술 역시 국제 표준이 
아닌 중국식을 고수하고 있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럼에도 2021년 3월 2일 미국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는 중국이 현재 추세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지속할 때, 향후 
10년 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았다. 또 미국은 중국과의 인공지능 기술 패권 경쟁을 가치 
경쟁(Values Competition)으로 규정하고 차후 대결은 피할 수 없다고 여긴다. 바로 중국이 
인공지능 주도국으로 도약할 역량이 있으며 미국의 기술 우위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인공지능을 범용 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 규정해 세계 

5) Bernard Marr. “The New Global AI Arms Race: How Nations Must Compete On Artificial 
Intelligence.” Forbes. May 24, 2021.

6) Jinghan Ze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hina’s authoritarian governance.”International Affairs 
Vol. 96, Issue 6 (November 2020), pp. 1458-1459.

7) 中國信通院. 人工智能數據安全白皮書(中國信息通信研究院安全研究所, 2018), p. 15.

8) Daniel Castro, Michael McLaughlin, & Eline Chivot. “Who is winning the AI race: China, the EU or 
the United States.” Center for Data Innovation (August, 2019), p. 3.

9) Jeffrey Ding. “Deciphering China’s AI dream: the context, components, capabilities, and consequences 
of China’s strategy to lead the world in AI.” Future of Humanity Institute (March, 2018),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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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물론 안보를 위협할 것으로 판단했다.10) 불과 20년 전만 해도, 중국의 인공지능 연구는 
미국에 큰 격차로 뒤처져 있었다. 당시 미국은 공공기관과 민간 모두에서 인공지능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었지만, 중국은 여전히 글로벌 제조업에서 저부가가치 활동을 하고 있었을 
뿐이다.11) 

흥미롭게도 중국은 2017년 공포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규획을 통해 인공지능 발전을 
추동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실제 이 규획은 광범위하고 모호한 중앙정부의 구호에 가까워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을 견인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이 규획은 중국이 지방의 
행위자를 동원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뿐, 구체적인 계획보다 인공지능 발전을 향한 중앙
정부의 미래 선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12) 

무엇보다도 중국이 국가 중심의 막강한 자본과 정책, 우수한 연구 환경 지원만으로 세계 
최강급의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성취한 것은 아니다. 이런 사실은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 발
전이 복합적인 행위자가 아닌 국가 주도의 단일한 행위자로 추동됐다는 기존의 시각과 상충
된다.13) 즉 인공지능 발전을 이끈 주요 행위자가 국가라고 규정하기엔 발전 전략이 모호하
고 정책 수단 역시 부족함 셈이다. 그러면 중국이 단기간 내 미국에 필적할만한 인공지능 
기술 보유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동인은 무엇일까? 또 중국 인공지능 발전의 주요 행위자
와 역할은 무엇일까? 상기 질문을 기반으로 이 연구는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환경과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동인을 규명했다. 

우선 2장에서 중국과 미국의 인공지능 발전 환경을 비교함으로써 중국 특색의 인공지능 
발전 환경과 동인, 그리고 전략적 특징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규명했다. 이어 3장은 중국 인

10) Eric Schmidt et al..“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egence (2021), pp. 2-23.

11) Daitian Li, Tony W. Tong & Yangao Xiao. “Is China emerging as the global leader in AI.” Harvard 
Business Review. February 18, 2021.

12) Leonard Laskai. “Beijing’s AI Strategy: Old-School Central Planning with a Futuristic Twist.”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17).

13) Aixiang Wu, Yang Ying, Cheng Haiyong,  Chen Shunman, Han Yue. “Status and prospects of paste 
technology in China.” 工程科學學報 Volume 40, Issue 5 (May, 2018), pp. 517-525; Cecilia Rikap & 
Bengt-Åke Lundvall. “AI Policies and Politics in China and the US Between Techno-Globalism and 
Techno-Nationalism.” in The Digital Innovation Race (Springer Books, 2021), pp. 145-163; Chao Yang 
& Cui Huang. “Quantitative mapping of the evolution of AI policy distribution, targets and focuses 
over three decades in China.” Technological Forecasting & Social Change Volume 174 (2022), pp. 1-17; 
Christina Larson. “China’s AI imperative.” Science Vol 359, Issue 6376 (2018), pp. 628-630; Hongmei 
Ma, Qian Gao, Xiuzhen Li, Yun Zhang. “AI development and employment skill structure: A case study 
of China.” Economic Analysis & Policy Volume 73 (March 2022), pp. 242-254; Ding(2018), p. 29; Marina 
S Reshetnikova. “Future China: AI Leader in 2030?.” The International Research & Innovation Forum 
(Septemb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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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능 기술 발전 동인을 지방 분권화와 중앙-지방 관계를 적용해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 간 인공지능 발전 경쟁이 어떻게 상향식(Bottom-Up) 국가 전략으로 이어지는지를 규
명했다. 이어서 결론을 도출했다.

Ⅱ.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환경과 전략

1.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환경 비교

2021년 3월 2일 미국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The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I)의 슈미트(Eric Emerson Schmidt)와 워크(Bob Work)는 중국의 급속한 인공지능 
발전 위협에 대해 미국이 이것을 방어하거나 경쟁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불편한 진실에 
직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Stavridis 2021).14) 같은 해, 10월 10일 미 국방부 최고 소프트
웨어 책임자 차일런(Nicholas Chaillan)은 중국은 이미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을 추월했다
고 밝혔다. 그는 15~20년 동안 미국이 중국과 경쟁할 기회가 없으며 현재 중국이 미국의 
기술력을 추월하고 있음을 자인하며, 인공지능,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사이버 능
력 발전을 통해 세계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15)

기실, 미국은 최근까지 인공지능 기술 혁명이 사회, 경제, 국가 안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2016년 알파고(AlphaGo)가 인간과의 바둑 대결
에서 승리했을 때, 중국을 비롯한 타국가들은 인공지능 기술 역량 강화로 이어졌지만, 미국
은 머뭇거렸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민간 부문과 대학에서 리더십
(Leadership)이 있음에도, 중국과 달리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16)

그러면 중국의 인공지능 개발 환경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아래 <그림 1>은 미국과 중국
의 인공지능 전략 틀(Framework)을 혜택(Beneficence), 무해성(Non-maleficence), 자

14) James Stavridis. “Artificial Intelligence Is America’s Achilles Heel Against China.” Bloomberg, May 
21, 2021.

15) Katrina Manson. “US has already lost to China in AI fight, says ex-Pentagon software chief.” 
Financial Times. Oct. 10, 2021. 차일런은 2021년 9월 미군의 느린 기술 변혁 속도에 항의하며 사임했다. 
그의 경고는 중국이 인공지능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을 횡단하는 궤도에 올랐다는 국가안보위원회의 보고서가 
발간된 지 반년 만에 나왔다. 보고서는 중국의 인공지능 계획, 자원, 발전(Progress)에 대해 모든 미국인이 관
심을 가져야 하며, 중국이 10년 안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인공지능 리더가 되겠다는 중국의 야망을 진지하게 수
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Ben van der Merwe. “Weekly data: How China became an AI 
powerhouse.” Investment monitor. November 9, 2021 참고.

16) Schmidt et al.(2021), p. 19.



92 ❚ 국방연구 65 ‒ 4

율성(Autonomy), 공정성(Justices)으로 나눠 분석했다.
우선 인공지능 전략의 혜택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직접적인 지수(Representation)는 

3등급을 차지했지만, 설명 가능(Explicable) 지수는 각각 1.5와 1등급을 획득했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경제, 의료, 보안, 법률, 교통, 심지어 기술 자체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측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또 미국은 인공지능을 재난 복구와 
의료에 활용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에 주는 혜택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
서 미국의 인공지능 전략은 3등급에 배정될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전략이 명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며 법적인 이니셔티브(Initiative) 없다. 또 연방 기관 투자에 대한 특정 연
구 의제를 정의하지 않기에 설명 가능 지수는 1.5 등급에 해당된다.17)

반면 중국은 인공지능 전략 혜택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으며, 경제 번영 달성만을 인공지
능 전략과 계획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여기에는 교육, 의료, 연금 및 민생 관련 항목이 
포함된다. 이 계획이 보다 유익하고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광범위한 정부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수용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능형 교육, 지능형 의료, 지능형 보건, 노인 
의료 시스템 등의 사회 핵심 서비스가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떠한 
수단도 제공하지 않는다. 할당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규정
은 없다. 그래서 명시적 등급은 1에 머물고 있다.18)

[그림 1]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전략 틀(좌측: 미국, 우측: 중국)

출처: Anton Saveliev & Denis Zhurenkov.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ocial responsibility: the case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ies in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China.” Kybernetes Vol. 50, No. 3 

(2020), p. 666, 671.

17) Anton Saveliev & Denis Zhurenkov.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ocial responsibility: the case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ies in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China.” Kybernetes Vol. 50, 
No. 3 (2020), p. 666.

18) Saveliev & Zhurenkov(2020), pp. 67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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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로 무해성(Non-maleficence)은 윤리적이고 안전한 인공지능 구축을 요구하는 인
공지능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시사점을 의미한다. 미국의 무해성은 명시적으로 2.5, 설명 
가능 등급은 1이다.19) 하지만 중국은 기본 척도가 등급 1이지만, 명시적 척도에서는 0에 
수렴한다. 안전하고 윤리적인 인공지능 사용을 요구하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촉진하는 법률, 
규정, 윤리 규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실행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20) 이를테면, 구글
(Google)은 윤리 문제로 미 국방부와 인공지능 기술 협업을 꺼리지만, 중국 기업은 의무적
으로 중국과 협력해야 하며, 윤리와 무관하게 인공지능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21)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에서는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쟁점이 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개인 정보 보호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혜택은 물론 더 많은 
혁신이 촉발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한다. 또 향후 데이터 자유화 문제가 인공지능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보다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방식으로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다. 그 결과 2018년 1월, 중국이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새로운 국가 표준을 발표했는데 
유럽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보다 더 포괄적이고 까다로운 요구 사항이 포함돼 있
다.22)

셋째로 미국의 자율성 등급은 1이지만, 지원 수단과 법 규범의 총체적 부족으로 명시적 
등급은 0에 해당된다.23) 반면 중국은 자율성 원칙을 전혀 제시하지 않는다. 중국이 공개한 
인공지능 전략에는 인공지능 사용자를 위한 위임 결정 모델에 대한 설명은 없다. 단지, 인공
지능이 의사 결정 과정을 강화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의사 결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어떠한 조치나 언급은 없다.24) 

넷째로 미국은 정의롭고 공정한 인공지능 기술의 이용과 사회 정의를 자국의 전략에 반영
했다. 그래서 공정성의 기본 척도는 등급 3에 할당되며 명시적 척도는 1.5 등급이다. 미국은 
국가 법적, 재정적 지원과 별개로 공정한 인공지능 지원을 공언한 바 있다.25) 반면 중국이 
의미하는 공정성은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하는 법과 윤리 규범에 한정돼 있다. 그래서 기본 
등급은 1, 명시적으로는 0이다.26) 기실 중국은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규획 통지(新

19) Saveliev & Zhurenkov(2020), pp. 666-667.

20) Saveliev & Zhurenkov(2020), p. 661.

21) Manson(2021).

22) Ding(2018), p.19.

23) Saveliev & Zhurenkov(2020), p. 667.

24) Saveliev & Zhurenkov(2020), p. 671.

25) Saveliev & Zhurenkov(2020), p. 667.

26) Saveliev & Zhurenkov(2020), p.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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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代人工智能發展規劃的通知)’를 통해 인공지능의 안전과 윤리에 대한 윤곽만을 밝혔을 뿐, 
이후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여기서 중국은 2025년까지 인공지능의 안전 평가와 제어를 
위해 법, 윤리 규범, 정책 기초(初步)를 수립하고, 2030년까지 윤리 규범과 정책 시스템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인공지능 법 규정을 완벽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27) 반면, 영국, 미
국, 캐나다는 정보 보호와 공유 사이 적절한 균형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어, 데이터 수집 
규제가 수립되지 않은 중국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 그래서 개인 정보 보호가 엄격
한 국가일수록 오히려 인공지능 기술이 더디게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28)

총체적으로 중국의 인공지능 전략은 혜택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며, 무해성, 공정성은 미국
에 뒤처져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관한 명시적인 자율성은 0에 수렴하고 있어, 
여러 행위자가 복합적으로 중국의 인공지능 전략에 영향을 주기보다 국가가 인공지능 발전 
전략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중국이 발표한 인공지능 전략 자료를 바
탕으로 도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추후 자율성 지수는 변할 수 있다.

2.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환경 구축 동인

2018년 기준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로 인공지능에 투자하며, 두 번째로 많은 관련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29) 비록 중국의 인공지능 혁신 시스템이 최고의 인재, 기본 지식 및 하드웨어 
측면에서 미국보다 질적으로 훨씬 뒤떨어져 있지만, 지속해서 산업, 국가, 학계에 의해 통제
되지 않는 데이터를 확보하며 지배적인 우위를 축적해 오고 있다.30)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20년 만에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연구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었을까? 중국은 다음의 인공
지능 기술 특징을 과감히 수용하며 기술 발전에 적용했다. 

첫째로 중국은 인공지능의 기술 개방성으로 인해 기술 격차를 단기간에 좁힐 수 있었다. 
인공지능은 특허(Patent) 기술과 달리 공개적으로 연구를 공유하며, 사용자가 데이터를 생성하
고 기업이 데이터를 통해 배운 것을 기반으로 제품을 다듬어 선순환하며 개선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발간된 논문을 토대로 사용자가 코드를 알아내서 실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27) 國務院(2017).　

28) Marr(2021).

29) Lan Xue et al.. “China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ment Report 2018.” Chin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Policy at Tsinghua University: Beijing (2018), pp. 1-117.

30) Zhen Yu, Zheng Liang & Peiyi Wu. “How data shape actor relations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novation systems: an empirical observation from China.”Industrial & Corporate Change Vol. 
30, Issue 1 (2021), p. 257.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과 지방 행위자 ❚95

특허처럼 지속 가능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컴퓨터 하드웨어나 약품 개발과 달리 인공지능은 
개방형 과학인 셈이다. 지식과 기술 측면에서 인공지능 분야의 많은 필수 알고리즘과 논문은 
회의 진행 과정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공공지식이 됐다. 가령,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칩 전문 
기업 나즈텐디(納智天地)의 주임은 모든 중국인이 인공지능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자랑스러
워한다며 인공지능의 개방성을 강조한 바 있다. 기실, 누군가 인공지능 연관 논문을 발표한다면, 
타인이 관련 코드(Code)를 알아내 실행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31)

둘째로 인공지능 연구는 기존 기술과 달리 혁신이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데이터와 기술 
인재(Engineering Talent)가 특허보다 중요하다. 제약이나 이동통신 같은 전통 분야에서는 
특허가 기업의 지위를 확보하고 이익 흐름을 보호하는 중요 역할을 하지만, 인공지능은 그
렇지 않다. 인공지능의 개방성은 기업의 경쟁 우위가 대형 데이터베이스를 조립하고 데이터
베이스 주변에서 도메인(Domain)별 지식이나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누구보다 빠
르게 개발할 수 있는 범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데
이터와 컴퓨터 인재가 핵심 자산인 셈이고, 중국은 두 가지가 모두 풍부하다. 중국은 방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생성과 활용에 유리하고, 수십 년 동안 기술과 공학을 육성하는 
노력 덕분에 양질의 컴퓨터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풍족하게 수급할 수 있다.32)

셋째로 중국은 인공지능의 취약성(Weak AI)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영역의 지식이 필요하고 사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인공지능 제품은 특정 업무에 맞게 주문 제작하는(Customizing) 경우가 많으며 다음을 통해 
개선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음성 인식 제품을 만든다. 이용자를 유인하고, 사용자는 
데이터를 생성한다. 머신 러닝과 데이터를 이용해 제품을 개선한다. 여기에 맞게 중국은 
인공지능 기반 신제품을 수용할 수 있는 활기찬 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 방대한 중국 소비자들 역시 자국의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빠르게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환경은 인공지능 기술과 인공지능
으로 구동되는 제품에 대해 신속하게 반응하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33)

넷째로 중국은 인공지능 기술의 효용 극대화를 위해 혁신 우선적인 접근법을 명시적으로 
채택해왔다.34) 미국은 중국보다 적어도 3배 많은 국방 예산을 지출하고 있지만, 잘못된 분
야의 지출이 심하다. 또 미국은 혁신의 길목에서 관료주의와 과잉규제가 막고 있어 국방 기

31) Li & Xiao(2021).

32) Li & Xiao(2021).

33) Li & Xiao(2021).

34) 段偉文. “中構建穩健敏捷的人工智能倫理與治理框架.”科普研究 3期 (2020), pp.11-15; Zeng(2020), pp.1441–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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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발전이 더디다.35) 중국과 미국 같은 인공지능 강국은 장기적으로 더 많은 데이터가 더 
나은 인공지능 기술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즉 인공지능 역량은 수집하는 데이터 
양에 달려있는 것이다. 미국이 알고리즘 설계와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
지만, 중국의 인공지능 혁신 전략은 최고의 인재를 모집해 국가 선순환으로 이어진다.36) 영
국, 미주, 캐나다는 10년 전부터 인공지능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현재 인공지능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데이터 공유와 보호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기 힘들다는 점이
다. 가령, 특정 국가에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엄격한 규정으로 인공지능 발전이 더딜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37) 유럽연합은 잠재적인 윤리적 위험 
완화를 우선해 데이터 보호에 방점을 두지만,38) 중국은 이보다 데이터 공유를 목적으로 인
공지능 발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듯 인공지능의 특징을 과감히 흡수한 중국은 타국보다 높은 발전 역량을 보유하고 있
다. 어트룽(Trung)과 아비쎄크(Abhishek)는 네 가지 주요 요인에 따라 인공지능 주도국을 
평가했다. ①인공지능 창업(Start-Up) 활동: 1인당 인공지능 창업 투자, 인구 100만 명당 
유니콘(Unicorn) 기업 수, ②인공지능 관련 직무: 경제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일자리 비율, 
③민간 부문의 인공지능 채택: 국내 상위 10개 기업의 인공지능 도입 수준과 인공지능에 
투입된 자금의 존재 여부, ④인공지능 지식 및 기술 역량: 인공지능 간행물의 양적 질적 지
표, 인용 지수, 상위 5개 대학의 대학 주도 기금 지원(Funded Incubators), 1인당 인공지능 
특허 출원 등이 포함된다.39) 그 결과 중국은 상기 네 가지 인공지능 분야 모두에서 압도적인 
역량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밖에 독일은 중소기업과 연구개발에 초점을 둔 정부의 지원으로 민간 부문에 강한 역량을 
지녔다. 특히 중소기업과 제조업에서 인공지능 관련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 캐나다, 미국 
및 싱가포르는 모두 인공지능 지식과 기술 역량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스라엘, 싱가포르, 
미국은 강한 사이버 안보와 인공지능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거버너스 틀을 보유하고 
있어, 작지만 강한 역량을 갖췄다. 이들은 명확한 규정 설정, 체계적으로 구축된 국가 및 지역 
인공지능 연구소를 갖추고 있어 세계 인공지능 연구의 도가니 역할을 하고 있다.40) 

35) Manson(2021).

36) Marr(2021).

37) Marr(2021).

38) Erik Brattberg, Venesa Rugova & Raluca Csernatoni. Europe and AI: Leading, Lagging Behind, Or 
Carving Its Own Way?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20).

39) Ghi & Srivastava. “The global AI arms race - How nations can avoid being left behind.” Prism 
Issue 1 (2021),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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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인공지능 발전의 전략적 특징

그러면 중국 인공지능 전략의 주요 특징은 무엇일까? 중국 인공지능 전략의 구성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려면 슈퍼 컴퓨팅 시설과 칩으로 구성된 하드웨어, 인공지능 알고리
즘 입력을 위한 데이터, 인공지능 연구 및 알고리즘 개발, 인공지능의 상용 환경 등 인공
지능 개발과 관련된 광범위한 동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아래 <표 1>은 중국 인공지능 
전략에 영향을 주는 상기 네 가지 동인을 기존의 특징과 새로운 특징으로 분류했다.

<표 1> 중국 인공지능 발전의 전략적 특징

주요 동인 기존 특징 새로운 특징

하드웨어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 칩(Chip)과 슈퍼 컴퓨터 

구축, 국외 기술 인수
중국 기업이 인공지능 칩에 투자

데이터
정부와 기업 간 데이터 공유, 국경을 

넘어선(Cross-Border) 데이터 보호주의

중국식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s) 

표준 구축,

인공지능 관련 개인 정보 보호 우려

연구 
기초 연구와 데이터 수집 지원, 

인재 양성
국외 지사 설립을 통해 인공지능 인재 영입

상용 부문
국가 주도

(정부 지침 기금 조성, 기업 선정)
지방정부, 신생 기업, 기관 주도 

출처: Jeffrey Ding. “Deciphering China’s AI dream: the context, components, capabilities, and 

consequences of China’s strategy to lead the world in AI.” Future of Humanity Institute (March, 

2018), p. 16.

우선 하드웨어 측면에서 2014년 중국은 국가 반도체 전략을 공언하며 국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슈퍼컴퓨터와 칩을 개발했다. 또 부족한 원천 
기술을 보강하기 위해 국외 기업 인수를 통해 기술 이전을 촉진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정부
는 대기업이 인공지능 칩에 투자하게 해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의 대
기업과 유니콘 신생 기업이 인공지능 칩 설계에서 세계 유수의 기업과 경쟁하며 빠르게 기
술 추격을 하고 있다. 가령, 중국의 한우지(寒武紀)는 기존의 표준 그래픽 처리 장치
(Graphics Processing Unit)보다 6배나 빠르고 전력 효율을 높인 칩을 개발했다.41)

두 번째, 2016년 10월, 중국 최대의 기술 기업 중 일부는 온라인에서 소비자 신뢰를 개선
한다는 명분으로 정부 당국과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중국은 데이터 보안 

40) Ghi & Srivastava(2021), pp. 93-94.

41) Ding(2018), pp.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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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일환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용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등 인공지능 관련 산업에서 
국제 표준과 다른 국가 표준을 추진하고 있다. 메릭스(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에 따르면, 현재 중국 표준은 스마트 제조,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용 소프트웨어 및 
빅데이터 영역에서 국제 표준과 크게 다르다.42)

셋째로 연구 및 알고리즘 분야의 정책에 대해 중국은 2007년부터 인공지능 연구와 개발
을 장려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최고의 과학자를 모집했다. 중국인사과학연구원(中
國人事科學研究院)에 따르면 천인계획(千人計劃)의 일환으로 2009~2011년 동안 1,510명의 
과학자가 선발돼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은 인재를 국내로 유치했다. 하지만 즉각적인 결과에 
중점을 둔 중국의 연구 문화, 국내 네트워크 연결 부족, 자녀 교육 문제로 인해 우수한 연구
자 유치는 실패했다.43)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국가 차원이 아닌 기업이 고급 인공지능 연구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중국 기업은 애국심에 의존하기보다 미국의 70~150% 평균 급여 범위에서 
급여를 제공하며 인공지능 인재를 모집하고 있다. 가령, 바이두(百度),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는 국외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국외에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하며 인재를 
충원하고 있다.44) 그 결과 2020년 기준 중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인공지능 고급 
인재를 보유하고 있다. 과학 데이터 검색분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마이너(AMiner)는 
2020년 120개국에 인공지능 분야 155,408명의 학자를 분석한 결과, 인공지능 분야의 고급 
인재 보유는 미국이 1,244명(62.2%)으로 선두를 차지했으며 중국 196명(9.8%)으로 그 뒤
를 잇고 있다. 독일은 133명으로 3위를 차지했다.45)

넷째로 중국은 기업 간 경쟁보다 중앙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해 
오고 있다. 2017년 11월 중국 과학기술부(科學技術部)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및 아이
플라이텍(IFlytek)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여기서 문제는 이런 승자 지정 방식이 시
장 경쟁의 약화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대안으로 중국은 인공지능 관련 벤처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지방정부와 국영 기업이 설립한 정부 기금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 회사
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2017년 기준, 중국에 투자받은 인공지능 기업 비율은 69%
로 미국 51%보다 높으며 투자 속도 역시 중국이 상대적으로 빠르다. 기업 설립에서 투자까

42) Ding(2018), pp. 18-19.

43) Ding(2018), p. 21.

44) Ding(2018), p. 20.

45) 張淼, 徐菁, 葉靜芸, 李鶴飛, 錢達行, 趙薇. 人工智能發展報告 2011-2020(清華大學人工智能研究院, 2022), 
pp. 16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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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중국 기업은 평균 9.73개월이 걸리지만, 미국은 14.82개월이 소요된다. 이를 통해 중국
은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높이고 기술 기업을 국내로 통합할 수 있다.46)

그러면 현재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국가 주도의 하향식 전략으로 도출된 결과일
까?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에서 국가라는 단일한 행위자만이 영향을 주었을까? 다음 장은 상
기 질문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 기업이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
지를 규명했다.

Ⅲ. 지방정부의 역할과 인공지능 발전 경쟁 

1. 모호한 중앙정부의 인공지능 발전 전략과 지방의 역할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규획의 제정은 중국이 글로벌 과학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중요한 전략의 출발점이며, 인공지능을 과학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 자원으로 여기고 있음을 의미한다.47) 이 문건을 통해 중국은 인공지능 핵심 기
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강대국의 경쟁 심리를 여실히 드러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 위협론자들은 의도적으로 중국의 인공지능 전략에 대한 국가 간 경쟁
을 부각하며, 미국과 유럽에 불필요한 불안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들은 국가 간 인공지능 
기술 경쟁을 국제정치 패권 경쟁에 적용해, 중국이 전개하는 인공지능 혁신 자체가 제로섬
(Zero-Sum)으로 이어진다는 시각을 암묵적으로 촉발하며,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자체가 
국가 간 협력보다 경쟁과 갈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48) 그 결과 
이들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향한 과장된 패권 경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방과 다른 행위자의 인공지능 발전에 대한 부분은 경시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외부에서 
중국을 단일한 행위자로 가정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에만 방점을 두고 중국의 인공지능 전략
을 분석하기 때문에 발생한다.49) 

46) Ding(2018), p. 21.

47) 人民日報海外版. 人工智能具有很強的頭雁效應. 2019年07月26日.

48) Jinghan Zeng. “China’s Artificial Intelligence Innovation: A Top‐Down National Command 
Approach?.”Global Policy Vol. 12, Issue 3 (May, 2021), p. 406.

49) Elliott Zaagman. “China’s computing ambitions.”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 61, No. 11 
(2018), pp. 40-41; Michael T. Klare. “AI arms race gains speed.” Arms Control Today Vol. 49, 
Issue 2 (Mar 2019), p. 35; Steven Feldstein. “How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could threaten 
democracy.” The Conversation (2019); James Johnson. “Artificial intelligence: a threa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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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가 차원에서 중국의 인공지능 전략을 분석하면, 뚜렷한 목표는 보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며 느슨한 정책 제안에 가깝다. 설사 중앙정부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전개하
더라도, 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권한을 둘러싸고 부처 간 충돌하기도 한다. 가령, 국가발전개
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과학기술부(科學技術部), 공업화신식화부(工業和信息化部),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國家互聯網信息辦公室) 등 4개 중앙 기관은 인공지능 정책 결정과 관
리에 대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충돌하고 있다.50) 이런 사실은 중국의 인공지
능 접근 방식이 중앙집권적이고 하향식이라는 기존의 시각과 상충된다. 상향식 접근이 전문 
분야에 집중하고 시장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도 있
기 때문이다.

그러면 중국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가시적인 성과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여기에 대
한 답은 지방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이 중앙보다 앞서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중앙정부는 첫 
인공지능 계획을 2017년에 발표했지만, 지방정부는 이미 인공지능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다. 지방정부가 중앙의 인공지능 계획보다 앞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앙정부는 인공지능 계획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화하고 명확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에 중앙의 계획 발표는 지방정부가 산발적으로 시행 중인 인공지능 계획을 집중하라는 
일종의 신호로 볼 수 있다. 지방정부와 기업들은 이미 인공지능 기술 도입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 실제, 톈진(天津)시는 국무원의 인공지능 계획 발표 한 달전 인공지능 산업 지원을 위
한 50억 달러 기금을 발표한 바 있다.51) 또 국무원의 인공지능 계획의 핵심 요소는 과거 
과학 기술 계획에 기반을 두고 있어 향후 발전 계획을 추동하기엔 역부족이다.52) 

2017년 국무원이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 계획을 처음 발표했었지만, 실제 중국의 인공
지능 계획은 2009년 지방정부에서 시작돼 지속해서 중앙정부를 앞서갔다. 지방정부가 인공
지능을 이용한 경제 발전 이익 때문에 국가보다 앞서 인공지능 전략을 수립한 셈이다. 이런 

strategic stability.” Strategic Studies Quarterly Vol. 14, Issue 1 (2020), pp. 16-39; Kartik 
Bommakanti. AI in the Chinese Military: Current Initiatives and the Implications for India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2020); Martin Beraja, David Y. Yang, & Noam Yuchtman. 
Data-intensive innovation and the State: evidence from AI firms in Chin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o. w27723 (August 2020), pp. 1-29; Chi Lo. “The China–US Tech Race.” 
China’s Global Disruption (Emerald Publishing Limited, 2021), pp. 39-51; James Johnson. “The 
end of military-techno Pax Americana? Washington’s strategic responses to Chinese AI-enabled 
military technology.” The Pacific Review Vol. 34, Issue 3 (2021), pp. 351-378.

50) Ding(2018), pp. 14-15.

51) Paul Mozur. “Beijing Wants A.I. to Be Made in China by 2030.” The New York Times, July 20, 
2017;  Ding(2018), pp. 3-4.

52) Ding(2018), pp. 3-4.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과 지방 행위자 ❚101

면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에 인공지능 개발을 지시하고 그 잠재력을 발견했다고 할 수 없다. 
대신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 계획(Initiative)을 공식화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계획을 구축하고 있는 동안 중앙정부는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인식해 국가 계획으로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53) 중앙정부는 인공지능 전략의 거시적인 계획
을 구상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세부 계획 수립 후 시행한다. 특히 지방정부는 
인공지능 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해당 지역의 특징에 맞게 맞춤형 정
책을 전개한다.

이렇듯 지방정부가 중국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할 수 있었던 동인은 
중국의 지방 분권화로 초래된 중앙-지방 관계의 변화에 있다. 개혁･개방 이전 중국 지방정
부는 중앙의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대리인에 불과했다. 하지만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지방 분권화가 전개되면서, 정치･경제 영역의 자율권을 중앙정부가 지방정
부에 이양했다.54) 특히 경제 개혁 이후 중국이 거시적인 시장 경제로 전환되면서 국유기업 
관할권 역시 지방에 이양됐다.55) 그 결과 중앙의 재정 부문을 비롯해 국유기업 통제권은 약
해졌지만, 지방정부의 권한은 증대되었다.56)  

중국의 지방 분권화로 초래된 가장 큰 변화는 중앙정부가 지방 통제의 권한을 잃어가면서
도 지방에 정책 결정의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다.57) 마오쩌둥(毛澤東) 시기, 중앙정부는 지
방정부를 수직적으로 규제하면서 중앙 집권체제를 유지하였지만,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
의 개혁･개방 이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대변환을 시도하면서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
방의 하부단위로 이양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래서 중앙이 지방에 행하던 하향식 정책 규
제는 정책 조정 방식으로 전환돼 지방 분권화가 추진되었다. 비록 지방 분권화는 지방이 중
앙의 규제를 회피하는 부작용을 초래했지만, 경제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덩샤오핑 
지도부는 중앙의 지방 통제력 약화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53) Zeng(2021), pp. 402-403.

54) Jan S. Prybyla. “Who has the emperor’s clothes?: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mainland China.” Issues & Studies: A Social Science Quarterly On China, 
Taiwan, And East Asian Affairs Vol 32. Issue 7 (1996), pp. 27-28.

55) Prybyla(1996), pp. 27-28.

56) Xiaobo Zhang. “Fiscal decentralization and political centralization in China: Implications for 
growth and inequality.”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ume 34, Issue 4(December, 2006), 
p. 724.

57) Barry J. Naughton & Dali L. Yang, Holding China together: Diversity and national integration in 
the post-Deng er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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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정부의 인공지능 발전 동인

경제 발전을 향한 지방 간 경쟁은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에도 적용된다. 중국이 국가 주도의 
독점적인 하향식(Top-Down) 접근 방식이 아니라, 중앙의 감독 아래 지방의 여러 행위자가 
경쟁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해, 중앙의 광범위한 인공지능 정책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방의 행위자들은 중앙의 인공지능 계획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각자의 이익에 
따라 대응한다. 그래서 2017~2018년 15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인공지능 발표에 대응하고 
이행한다는 명분으로 지방 자체의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하며 경쟁적으로 인공지능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前瞻產業研究院 2018). 가령, 국외 인재 영입을 위해 지방정부와 기업의 헤드헌터
(Head Hunter)는 정기적으로 대학, 기업에 방문해 국내 근무를 설득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인재 충원 방식은 중국 인공지능 전략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58) 

물론 중앙과 지방은 인공지능을 매개로 경제 발전이라는 공통의 이익을 공유한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앙정부는 자국을 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적 사고가 있어 지방정부가 추구
하는 근본 이익과 다르다. 그래서 중앙은 지방과 경쟁하기보다는 서로의 결점을 보완하며 
국가 차원에서 상기 목표 달성을 원한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지방정부는 국익보다 경제적 
이익에 더 크게 반응한다. 또 지방정부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경기 부양을 위해 보조금을 제
시한다. 그들은 인공지능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 혜택, 임대료 할인, 자금 보조에 대해 
유사한 정책을 제시하며 경쟁하고 있다. 바로 중국 현지의 인공지능 관련 인재, 투자, 기업, 
자원의 부족 때문이다. 결국 중국은 인공지능 발전 기회를 잡기 위해 토지와 정책 자원을 
활용하고 재정 지원을 하는 등 무질서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59) 또 중국 지방정부는 인공지
능 기술을 현지에 적용하기 위해 무인 차량 경로(Routes)를 제공하고 대중 교통에 안면인식
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특히 난징(南京)시의 경우 인공지능 훈련 기관을 만들고 재능 있는 
연구원을 유치했으며, 회사 설립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5억 달러를 투자했다.60)

한편으로 지방 관료들은 업무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관할 구역에서 인공지능 관련 계획
을 장려하고 있다. 지방의 인공지능 기술 채택률은 관료의 업무 평가에 중요한 척도이기 때
문이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높은 직위로 승진하기 위해 인공지능 업무를 주도해 본 경험이 

58) Xie Yu, Sarah Dai, Meng Jing, Amanda Lee. “China scours the globe for talent to transform into 
world leader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South China Morning Post. Nov 4, 2017.

59) Meng Jing, “US tech chief: China is threatening America’s lead in the global artificial intelligence 
race.” South China Morning Post. September 11, 2019; Fabian Westerheide. “China-The First 
Artificial Intelligence Superpower.” Forbes. January 14, 2020; Zeng(2021), p. 403.

60) Jacob Helberg. “Why China, Russia, and other autocracies may wield an AI advantage in global 
cyberwars.”The Present. Nov. 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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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가 된 것이다. 또 지방 관료들은 승진에 대한 전망에 자극받아 관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업 친화적인 정책과 이니셔티브를 내놓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61)

이처럼 지방 간 경쟁의 궁극적인 요인은 중앙정부가 중앙이 아닌 지방 기준으로 산출된 
지역의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을 해당 지역의 경제 성과이자 평가 기준으
로 삼기 때문이다. 일부 지방정부는 지방의 국내총생산을 높이기 위해 비합리적인 경쟁을 
일삼기도 한다.62) 그래서 지방의 국내총생산 수치는 중국의 지역 행위자들이 그들의 경제 
데이터를 위조하는 경향이 있기에 항상 신뢰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중앙정부에 보고된 
지방의 국내총생산이 부채를 제외하고 수익만을 내포한 사실을 중앙정부가 간과하기 때문이
다.63) 

그러면 중앙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 계획을 수립함
으로써 지방의 무질서하고 소모적인 경쟁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테면, 중국은 
당 차원에서 지난 몇 년 동안 바이두와 신랑(新浪)을 포함한 35개 이상의 인터넷 기업에서 
운영과 목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 내 당 위원회를 설립해 평가관리하고 있다.64) 
특히 중앙정부의 모호하고 광범위한 인공지능 전략은 국내 이해 상관자들(Stake Holders)
이 이익을 목적으로 지방 행위자들을 동원하기 유리하다. 그래서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은 
중앙정부의 계획보다 다양하고 경쟁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강력한 국내 이해 상관자들이 영
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경제 성장이 중국의 인공지능 계획의 가장 중요
한 목표인 만큼 중앙정부가 지방의 재량권을 제한하더라도, 지방정부는 치열한 지방 간 경
쟁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을 발전시켜 수익으로 이어지게 했다. 무엇보다도 지방의 경기 부
양을 지방정부가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있기에, 중국의 분권화 체제는 지방 현지에서 인공지
능 산업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동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65) 

61) Yifan Yu. “Why China’s AI players are struggling to evolve beyond surveillance.” Nikkei Asia. 
December 18, 2021. 

62) Sidney Leng. “China exaggerated GDP data by 2 percentage points for at least nine years, new 
study says.” South China Morning Post. Mar 7, 2019.

63) Jeremy L Wallace. “Juking the stats? Authoritarian information problems in China.”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6, Issue 1 (2016), pp. 11-29; Koch-Weser, Iacob N. “The 
reliability of China’s economic data: An analysis of national output.” US-China Economic & 
Security Review Commission Staff Research Project 4 (2013).

64) Ding(2018), p. 22.

65) Zeng(2021), pp. 39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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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정부의 인공지능 정책과 발전 현황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 성장은 공산당 정당성의 핵심축이 됐다. 또 대다수의 인민은 
기술 발전이 전반적인 노동 생산성을 촉진해 사회적 부를 창출할 수 있고, 기술 혁신을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열쇠로 보고 있다.66) 이런 시각에서 중국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경제 발전
이 우선이고, 전략적 레버리지(Leverage)는 부가적인 목표로 볼 수 있다. 중국 국무원은 인
공지능 산업 발전 목표로 2020년 1,500억 위안, 2025년 4,000억 위안, 2030년 1,000억 
위안을 수립해, 인공지능을 이용한 경제 발전의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다.67) 

이런 중앙의 목표와 별개로 지방정부는 인공지능을 매개로 경제 발전을 성취해왔고 다양
한 정책 지원 통해 인공지능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68) 또 지방정부는 국제 협력
을 전개하고 국외 기술에 접근하며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69) 지방정부
가 시장 경쟁을 통한 인공지능 발전을 추동한 결과, 아래 <표 2>처럼 중국 전역의 지방정부
에서 인공지능 발전 계획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 전망산업연구원(前瞻產業研究院)에 따르면, 2018년 1~3월 광둥(廣東), 톈진, 랴오닝
(遼寧), 헤이룽장(黑龍江), 푸젠(福建), 쓰촨(四川) 등 6개 성(省), 시(市)가 인공지능 개발 계획
을 발표했다. 2018년 3월 기준 전국 31개 성, 시 중 15개가 인공지능 비전을 발표했고, 이 
중 12개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산업 규모 발전 목표를 세웠다.70) 2018년 지방정부의 인공지
능 발전 계획은 다음과 같다. 

66) 封帥. “人工智能時代的國際關系: 走向變革且不平等的世界.” 外交評論 第1期 (2018), pp. 128-156.

67) Laskai(2017).

68) Zhen Yu, Zheng Liang & Peiyi Wu. “How data shape actor relations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novation systems: an empirical observation from China.”Industrial & Corporate Change Vol. 
30, Issue 1 (2021), p. 256.

69) William C. Hannas & Huey-meei Chang. “China’s Access to Foreign AI Technology.” Center for 
Security & Emerging Technology (September, 2019), pp. 3-21.

70) 前瞻產業研究院. 2018年全國各地人工智能行業最新政策. 2018年3月3０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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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방정부의 인공지능 관련 계획 

성, 시
인공지능계획

(人工智能規劃)

인터넷+ 계획

(互聯網+規劃)

전략신흥산업계획

(戰略新興產業規劃)

빅데이터 

계획(大數據規劃)

과학기술혁신계획

(科技創新規劃)

합계 15 27 22 19 9

베이징(北京) √ √ √ √

텐진(天津) √ √ √ √ √

허베이(河北) √ √ √

산시(山西) √ √

네이멍구(內蒙古) √ √

랴오닝((遼寧) √ √

지린(吉林) √ √ √

헤이롱장 √ √ √

상하이 √ √ √ √ √

장쑤(江蘇) √ √ √ √

저장(浙江) √ √ √ √ √

안후이(安徽) √ √ √ √

푸젠(福建) √ √ √ √

장시(江西) √ √

산둥(山東) √ √ √

허난(河南) √ √ √

후베이(湖北) √ √ √ √

후난(湖南) √ √ √

광둥(廣東) √ √ √ √ √

광시(廣西) √

하이난(海南) √ √

충칭(重慶) √ √ √ √

쓰촨(四川) √ √ √ √ √

구이저우(貴州) √ √ √

윈난(雲南) √ √

시장(西藏) √

샨시(陝西) √ √

간쑤(甘肅) √

칭하이(靑海) √

닝샤(寧夏) √ √ √

신지앙(新疆) √

출처: 前瞻產業研究院. 2018年全國各地人工智能行業最新政策. 2018年3月3０日.

위 <표 2>를 보면, 31개 성급(省級) 정부에서 인공지능 관련 계획을 전개한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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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여기서 인공지능 계획을 명시한 곳은 베이징, 텐진, 랴오닝, 지린, 헤이롱장, 상
하이, 저장을 비롯한 15개 지방정부며, 이 중 19곳이 빅데이터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27곳
의 지방정부가 인터넷 플러스 계획을 전개하고, 22곳의 지방정부가 전략신흥산업계획을 추
진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텐진, 상하이, 장쑤, 저장, 후베이, 광둥, 쓰촨의 성급 정부가 
5개의 인공지능 관련 계획을 모두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경향은 현재까지 지속된다. 아래 <표 3>을 보면, 2020년 중국 지방의 인공지능 정책
을 보면, 성급 정부뿐 아니라 청두(成都), 지난(濟南), 바오지(寶雞), 간저우(贛州), 쯔보시(淄
博) 주장(九江) 등의 지급시(地級市)까지 인공지능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지급시는 
성급 정부처럼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계획(計劃), 방안을 제시하기보다 보고, 통지, 조치, 의
견 등 중앙의 인공지능 전략을 현지에 맞게 조정하며 인공지능 관련 산업에 대한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각종 조례, 방법, 방안, 계획, 정책, 조치는 국무원이 공포한 규
정, 계획보다 영향력은 약하지만, 중앙의 지침 아래 현지 환경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표 3> 2020년 중국 지방의 인공지능 정책

베이징(北京) 
加快新型基礎設施建設行動方案(2020-2022)

(신형기초시설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행동 방안)

산동성(山東省)
關於加快魯南經濟圈一體化發展的指導意見

(루난 경제권의 일체화 발전 가속화에 관한 지도 의견)

광둥성(廣東省)
廣州市關於推進新一代人工智能產業發展的行動計劃

(차세대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촉진에 관한 광저우시의 행동 계획)

장시성(江西省)
江西省數字經濟發展三年行動計劃(2020-2022)

(장시성 디지털 경제 발전 3년 행동 계획)

충칭시(重慶市)

新型基礎設施重大項目建設行動方案(2020-2022)
(신형 기초 시설 중대 항목 건설 행동 방안)

重慶市建設國家新一代人工智能創新發展試驗區實施方案
(충칭시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 혁신 개발 시범구 건설을 위한 실행 방안)

푸젠성(福建省) 2020年數字福建工作要點(2020년 디지털 푸젠 사업 요점)

안후이성(安徽省)
關於支持人工智能產業創新發展若幹政策

(인공지능 산업 혁신과 발전을 지원에 관한 몇 가지 정책)

랴오닝성(遼寧省)
遼寧省工業互聯網創新發展三年行動計劃(2020-2022)

(랴오닝성 공업 인터넷 혁신 발전 3년 행동 계획)

청두시(成都市) 2020年政府工作報告(2020년 정부 업무보고)

지난시(濟南市)
濟南國家新一代人工智能創新發展試驗區建設若幹政策

(지난의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 혁신 개발 시범구 건설을 위한 여러 정책)

바오지시(寶雞市) 2020年政府工作報告(2020년 정부 업무보고)

간저우시(贛州市)
贛州市重點產業鏈鏈長制工作方案的通知

(간저우시 중점 산업 체인 관리 체계 사업 방안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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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前瞻產業研究院. 2020年中國及各省市人工智能行業相關政策彙總分析 大力培養基礎層與複合型人才. 

또 위 <표 3>을 보면 지방정부가 앞 다퉈 지방의 인공지능 발전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전(深圳)의 경우, 2021년 6월 28일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자체 인공지능 
규정을 발표하기까지 했다.71)

더욱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인공지능 발전 목표액을 높게 설정했다는 점에서 지방에
서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 역동성을 전망할 수 있다. 2017년 국무원은 2020년까지 1,500억 
위안 이상의 인공지능 핵심 산업과 1,000억 위안 이상의 인공지능 관련 산업 구축을 목표로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 아래 <표 4>에 따르면, 상하이 1,000억 위안, 광둥 500억 
위안, 쓰촨 500억 위안으로 3개의 성급 정부만으로 국가 목표 1,500위안의 예산을 넘어섰
다. 이들 11개 성급 정부의 인공지능 핵심 산업의 총가치는 5,790억 위안으로 국가 목표 
예산의 4배에 육박한다.

<표 4> 2020년 12개 성급 지방정부의 인공지능 핵심 산업 목표액

목표액 위안(元)

국무원 1,500억 

베이징 500억

허베이 200억

랴오닝 60억

지린 50억

헤이룽장 50억

상하이 1,000억

저장 500억

안후이 130억

푸젠 200억

후베이 100억

광둥 500억

쓰촨 1000억

출처: 前瞻產業研究院. 2018年全國各地人工智能行業最新政策. 2018年3月3０日.

71) Alexander Chipman Koty. “Artificial Intelligence in China: Shenzhen Releases First Local Regulations.” 
China Briefing. July 29, 2021.

쯔보시(淄博市)
淄博市支持數字經濟發展的若幹措施

(쯔보시의 디지털 경제 발전 지원을 위한 몇 가지 조치

주장시(九江市)
關於建立重點產業鏈鏈長制的實施意見

(중점 산업 체인 관리 체계 건립에 관한 시행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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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중앙정부의 거시적인 정책에 따라 지방정부는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하기도 한
다. 베이징, 광둥성,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 등이 중앙정부의 거시 정책을 수행하는 선두 그
룹이다. 베이징은 2017년부터 스마트 도시를 인공지능을 통해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인공지
능 클라우드 센터(Cloud Center), 인공지능 데이터, 알고리즘, 인공지능 칩과 같은 분야에 
집중투자하고 있다. 광둥성(廣東省)도 광저우시(廣州市)와 선전시를 앞세워 차세대 인공지능 
혁신 인프라 건설 계획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이하게도 허페이시(合肥市)는 스마트 
밸리(Smart Valley)와 로봇 클러스터(Robot Cluster)를 구축해 육성 중이다. 또 산시성(山
西省)은 데이터 수집과 처리를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바이두 같은 대기업을 이 지역에 
유치해 인공지능 데이터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실제 아래 <표 5>에서 2021년 중국 상위 10위의 인공지능 기업을 분석한 결과, 지방에 
본사를 두고 현지에서 인공지능 산업을 발전시켜 국가 전체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드
러났다. 바이두, 위스커지, 추먼원원, 광시 등 4개 기업만이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나머지 5개 기업은 상하이, 항저우, 광저우, 선전, 홍콩에 본사가 있다. 이런 사실로 지방정
부에 기반을 둔 기업이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으며, 경제 발전의 물적 
토대가 됐음을 알 수 있다.

<표 5> 중국의 상위 10개 인공지능 기업

회사명 설립 주력 분야 본사 지사

바이두(百度, Baidu) 2005년
인공지능 알고리즘, 

자율주행
베이징 산시(山西)성 양취안(陽泉)시

위스커지

(馭勢科技, UISEE)
2016년 자율주행 베이징

상하이, 저장(浙江)성 

자싱(嘉興)시, 

추먼원원

(出門問問, Mobvoi)
2012년 스마트 워치 베이징 -

광시(曠視, Megvii) 2011년 안면인식 베이징 미국

한우지

(寒武紀, Cambrian)
2016년 인공지능 칩 상하이

베이징, 선전(深圳), 

허페이(合肥), 시안(西安), 

난징(南京)

루오치(若琪, Rokid) 2014년 스마트 안경 항저우 -

윈총커지

(雲從科技, CloudWalk)
2015년 안면 인식 광저우

충칭(重慶), 상하이, 베이징, 

수저우(蘇州), 청두(成都), 난징, 

항저우(杭州)

유비텍 로보틱스

(Ubtech Robotics)
2012년 로봇 선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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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aisy Slater. “Top 10 Chinese AI Companies.” AI Magazine. Oct. 8, 2021 재구성.

Ⅳ. 맺음말

이 연구는 중국이 단기간 미국에 필적할만한 인공지능 기술 보유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동인을 규명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전략 틀을 혜택, 무해성, 자율성, 
공정성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다음의 특징으로 집약된다. 첫째로 중국은 인공지능의 전략적 
혜택 측면에서 교육, 의료, 연금, 보건 등 민생 관련 전략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에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전략이나 법 규정이 없다는 한계
점이 있다. 둘째로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은 무해성 차원에서 명시적 척도는 0에 수렴하고, 
인공지능 발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윤리적인 법률, 규범,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실행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셋째로 중국의 인공지능 전략 구축 과정에서 자율성을 찾아보기 힘
들다. 중국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의사 결정을 강화할 뿐 의사 결정 과정의 균형을 맞추진 
않는다. 이런 사실은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 전략에 개입하기 때문이다. 넷째로 중
국의 인공지능 전략에서 명시적인 공정성은 0에 수렴한다. 중국은 미국처럼 공정한 인공지
능 발전 전략을 채택하기보다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 내의 공정성에 머물러 있다. 

이런 전략 환경에서 중국은 인공지능의 기술 개방성, 인재 유치, 인공지능의 취약성 극복, 
기술 효용의 극대화를 위한 접근법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중국의 상황에 맞게 발전시켰다. 

한편, 인공지능 기술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하드웨어, 데이터, 연구, 상용 부분으로 
구분했을 때, 중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로 기존에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
능 칩과 컴퓨터를 구축했다면, 현재는 기업이 경쟁적으로 투자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
키고 있다. 둘째로 중국은 자국의 데이터를 보호하며 정부와 기업 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
다. 현재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우회하기 위해 중국식 데이터 표준화를 
구축하고 있다. 셋째로 기존에 중국이 천인계획을 통해 인재를 유치했다면, 현재는 국외 지
사 설립을 통해 인공지능 인재를 영입하고 있다. 넷째로 중국이 기업을 선정해 인공지능 사

회사명 설립 주력 분야 본사 지사

상탕커지

(商湯科技, SenseTime) 
2014년 안면인식 홍콩

베이징, 상하이, 선천, 항저우, 

청두, 시안, 칭다오, 

알리바바 클라우드

(Alibaba Cloud)
2009년 클라우드 컴퓨팅 싱가포르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홍콩,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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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지원했다면, 현재는 지방정부와 신생 기업, 기관 등이 참여해 경쟁적으로 인공지능 산
업을 육성하고 있다. 

그러면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국가 주도의 전략만으로 도출된 결과일까? 일반적으
로 권위주의 국가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의 정책을 하향식으로 반영하지만, 특이하게 중국은 
지방정부의 인공지능 정책과 현지의 기업 활동이 상향식으로 국가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
다. 그래서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와 같은 정보 통신 기업은 중앙의 인공지능 정책과 별개
로 국내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지방정부의 전략과 더불어 중국
의 거대한 정보 통신 기업들이 중국의 인공지능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유 
자전거, 전자 결제 시스템 같은 중국의 선도적인 기술은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국비를 투입
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지방에 도입해 시행착오를 거쳐 발전시킬 수 있었다.72) 

여기서 중앙과 지방 정부는 인공지능 발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중앙정부는 국
가 차원에서 인공지능 발전을 향한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해, 지방정부의 무질서한 인공지능 
경쟁을 억제할 수 있다. 또 중앙의 모호하고 광범위한 인공지능 전략은 여러 이해 상관자들
을 지방에 결집되게 하며, 자신들의 이익 창출하기 위해 지방의 인공지능 전략에 영향을 미
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지방 분권화 체제는 지방에서 인공지능 산업을 촉진할 수 있는 제
도적 동인을 제공한다. 지방정부는 치열한 지방 간 경쟁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을 발전시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바로 지방의 경기 부양이 현지 정치 엘리트의 역량과 직결되고 지방 
관할권을 가진 이들이 일차적인 경제 발전의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방의 정치 
엘리트는 먼저 경쟁적으로 인공지능 정책을 제시하며, 경제 발전을 성취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한편, 중앙정부는 지방의 인공지능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인공지
능 전략 추진을 통해 거시적인 인공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중앙정부 역시 인공지
능을 통한 경제 성장은 중국의 인공지능 구상을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며, 중국 공산당 
정통성의 핵심축이 됐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중앙정부는 분권화 이후 지방정부가 경쟁적으
로 경제 발전을 성취해 왔듯,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국가의 개입보다 지방 간 경쟁을 통해 
국가 경제를 견인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2018년 3월 기준 중국의 31개 성, 시 중 15개 지방정부에서 인공지능 

72) Meng Jing. “Is Xi Jinping’s iron grip better than Adam Smith’s invisible hand for technology 
innovation?” South China Morning Post. Nov. 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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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발표했고, 이 중 12개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발전 목표를 제시했다. 2020년에 이르러
서는 성급 정부뿐 아니라 지급시까지 인공지능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 지방정부는 중앙
정부보다 인공지능 발전 목표액을 높게 잡아 인공지능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종국적으로 중국의 거시적인 인공지능 전략은 중앙정부가 수립하고, 실질적인 인공지능 
발전은 지방정부와 기업의 이익에 의해 주도되고 다시 중앙에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이 인공지능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핵심 동인은 국가 주도의 하향식 정
책 명령 방식이 아닌 지방의 여러 행위자 간 경쟁을 통해 상향식 혁신으로 이어져 국가 전략
에 반영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12 ❚ 국방연구 65 ‒ 4

참고문헌

1. 단행본

Bommakanti, Kartik. AI in the Chinese Military: Current Initiatives and the 

Implications for India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2020).

Brattberg, Erik, Venesa Rugova, & Raluca Csernatoni. Europe and AI: Leading, 

Lagging Behind, Or Carving Its Own Way?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20).

Lo, Chi. “The China–US Tech Race.”China’s Global Disruption (Emerald Publishing 

Limited, 2021).

Webb, Amy. The big nine: How the tech titans and their thinking machines could 

warp humanity (Hachette UK, 2019).

張淼, 徐菁, 葉靜芸, 李鶴飛, 錢達行, 趙薇. 人工智能發展報告 2011-2020(清華大學人工智能研究

院, 2022).

中國信通院. 人工智能數據安全白皮書 (中國信息通信研究院安全研究所, 2018).

2. 논문

Wu, Aixiang, Yang Ying, Cheng Haiyong, Chen Shunman, Han Yue. “Status and 

prospects of paste technology in China.” 工程科學學報 Volume 40, Issue 5 

(May, 2018), pp. 517-525.

Beraja, Martin, David Y. Yang, & Noam Yuchtman. Data-intensive innovation and 

the State: evidence from AI firms in Chin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o. w27723 (August 2020), pp.1-29.

Castro, Daniel, Michael McLaughlin, & Eline Chivot. “Who is winning the AI race: 

China, the EU or the United States.” Center for Data Innovation (August 

2019), p. 3.

Ding, Jeffrey. “Deciphering China’s AI dream: the context, components, 

capabilities, and consequences of China’s strategy to lead the world in 

AI.” Future of Humanity Institute (March, 2018), pp. 1-44.

Feldstein, Steven. “How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could threaten democracy.” 

The Conversation (2019).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과 지방 행위자 ❚113

Ghi, Trung & Abhishek Srivastava. “The global AI arms race - How nations can 

avoid being left behind.” Prism Issue 1 (2021), pp. 92-101.

Hannas, William C. & Huey-meei Chang. “China’s Access to Foreign AI 

Technology.” Center for Security and Emerging Technology (September, 

2019), pp. 1-33.

Johnson, James. “Artificial intelligence: a threat to strategic stability.”Strategic 

Studies Quarterly Vol. 14, Issue 1 (2020), pp. 16-39.

______________. “The end of military-techno Pax Americana? Washington’s 

strategic responses to Chinese AI-enabled military technology.”The Pacific 

Review Vol. 34, Issue 3 (2021), pp. 351-378.

Klare, Michael T. “AI arms race gains speed.”Arms Control Today Vol. 49, Issue 

2 (Mar 2019), p. 35. 

Koch-Weser, Iacob N. “The reliability of China’s economic data: An analysis of 

national output.”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Staff Research Project 4 (2013).

Larson, Christina. “China’s AI imperative.” Science Vol. 359, Issue 6376 (2018), 

pp. 628-630.

Prybyla, Jan S. “Who has the emperor’s clothes?: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mainland China.” Issues & Studies: 

A Social Science Quarterly On China, Taiwan, And East Asian Affairs Vol. 

32, Issue 7 (1996), pp. 19-41.

Reshetnikova, Marina S. “Future China: AI Leader in 2030?.” The International 

Research & Innovation Forum (September, 2021).

Rikap, Cecilia & Bengt-Åke Lundvall. “AI Policies and Politics in China and the 

US Between Techno-Globalism and Techno-Nationalism.” in The Digital 

Innovation Race (Springer Books, 2021), pp. 145-163.

Saveliev, Anton & Denis Zhurenkov.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ocial responsibility: 

the case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ies in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China.” Kybernetes Vol. 50, No. 3 (2020), pp. 656-675.

Schmidt, Eric et al..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egence (2021), pp. 1-756.

Wallace, Jeremy L. “Juking the stats? Authoritarian information problems in 



114 ❚ 국방연구 65 ‒ 4

China.”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6, Issue 1 (2016), pp. 

11-29.

Xue, Lan et al.. “China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ment Report 2018.” Chin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Policy at Tsinghua University: Beijing 

(2018), pp. 1-17.

Yang, Chao & Cui Huang. “Quantitative mapping of the evolution of AI policy 

distribution, targets and focuses over three decades in China.” 

Technological Forecasting & Social Change Vol. 174 (2022), pp. 1-17.

Yu, Zhen, Zheng Liang & Peiyi Wu. “How data shape actor relations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novation systems: an empirical observation from 

China.”Industrial & Corporate Change Vol. 30, Issue 1 (2021), pp. 251-267.

Zaagman, Elliott. “China’s computing ambitions.”Communications of the ACM Vol. 

61, No. 11 (2018), pp. 40-41.

Zeng, Jingha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hina’s authoritarian governance.” International 

Affairs Vol. 96, Issue 6 (November 2020), pp. 1441-1459.

____________. “China’s Artificial Intelligence Innovation: A Top‐Down National 

Command Approach?.”Global Policy Vol. 12, Issue 3(May, 2021), pp. 

399-409.

Zhang, Xiaobo. “Fiscal decentralization and political centralization in China: 

Implications for growth and inequality.”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ume 34, Issue 4 (December, 2006), pp. 713-726.

段偉文. “中構建穩健敏捷的人工智能倫理與治理框架.” 科普研究, 第3期 (2020), pp. 11-15.

封帥. “人工智能時代的國際關系: 走向變革且不平等的世界.” 外交評論, 第1期 (2018), pp. 

128-156.

3. 신문

Jing, Meng. “Is Xi Jinping’s iron grip better than Adam Smith’s invisible hand for 

technology innovation?” South China Morning Post. Nov. 15, 2018.

_________. “US tech chief: China is threatening America’s lead in the global 

artificial intelligence race.” South China Morning Post. September 11, 

2019.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과 지방 행위자 ❚115

Koty, Alexander Chipman. “Artificial Intelligence in China: Shenzhen Releases First 

Local Regulations.” China Briefing July 29, 2021.

Leng, Sidney. “China exaggerated GDP data by 2 percentage points for at least 

nine years, new study says.”South China Morning Post. Mar 7, 2019.

Li, Daitian, Tony W. Tong & Yangao Xiao. “Is China emerging as the global leader 

in AI.” Harvard Business Review, February 18, 2021.

Marr, Bernard. “The New Global AI Arms Race: How Nations Must Compete On 

Artificial Intelligence.” Forbes. May 24, 2021.

Manson, Katrina. “US has already lost to China in AI fight, says ex-Pentagon 

software chief.” Financial Times. Oct. 10, 2021

Mozur, Paul. “Beijing Wants A.I. to Be Made in China by 2030.” The New York 

Times. July 20, 2017. 

Slater, Daisy. “Top 10 Chinese AI Companies.” AI Magazine. Oct. 8, 2021. 

aimagazine.com/top10/top-10-chinese-ai-companies (검색일 2022.4.1.).

Stavridis, James. “Artificial Intelligence Is America’s Achilles Heel Against China.” 

Bloomberg. May 21, 2021.

Westerheide, Fabian. “China-The First Artificial Intelligence Superpower.” Forbes. 

January 14, 2020. 

Yu, Xie, Sarah Dai, Meng Jing, Amanda Lee. “China scours the globe for talent 

to transform into world leader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South 

China Morning Post. Nov 4, 2017.

Yu, Yifan. “Why China’s AI players are struggling to evolve beyond surveillance.” 

Nikkei Asia. Dec. 18, 2019.

人民日報海外版. 人工智能具有很強的頭雁效應. 2019年07月26日.



116 ❚ 국방연구 65 ‒ 4

4. 인터넷 자료

Laskai, Leonard. “Beijing’s AI Strategy: Old-School Central Planning with a Futuristic 

Twist.”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17). www.cfr.org/blog/beijings-ai-s

trategy-old-school-central-planning-futuristic-twist (검색일: 2021.10.28.).

Roberts, Huw et al..“Gove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China and the European 

Union: Comparing Aims and Promoting Ethical Outcomes.”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2021). https://papers. ssrn. com/abstract, 3811034 (검

색일: 2021. 2. 31).

Helberg, Jacob. “Why China, Russia, and other autocracies may wield an AI advanta

ge in global cyberwars.”The Present. Nov. 17, 2021.

van der Merwe, Ben. “Weekly data: How China became an AI powerhouse.” Investm

ent monitor. November 9, 2021.

國務院. 新一代人工智能發展規劃的通知. 2017年7月8日. www.gov.cn/zhengce/content/20

17-07/20/content_5211996.htm (검색일: 2021. 10. 28).　

前瞻產業研究院. 2018年全國各地人工智能行業最新政策. 2018年3月3０日. www.sohu.com/

a/226840589_99906635 (검색일: 2021.10.15.).

____________. 2020年中國及各省市人工智能行業相關政策彙總分析 大力培養基礎層與複合型

人才. 2020年8月27日. bg.qianzhan.com/trends/detail/506/200827-baac9f7

2.html (검색일: 2021.07.26.).

智能制造網. 2020年6月國內各省市人工智能相關政策一覽. 2020年6月28日. m.ofweek.com/a

i/2020-06/ART-201712-8480-30445761.html (검색일: 2021.09.06.).

張淼, 徐菁, 葉靜芸, 李鶴飛, 錢達行, 趙薇. 人工智能發展報告 2011-2020. 清華大學人工智能研
究院. pg.jrj.com.cn/acc/Res/CN_RES/INDUS/2021/1/23/cba37d62-c122-4

ff3-9745-d4b52a4799d4.pdf (검색일: 2021.12.11.).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과 지방 행위자 ❚117

  Development of Chin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s Local Actors

73)Kim, Jinyong*

Key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New Gener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ment 
Plan, Big Data, Central-Local Relations, Bottom Up Innovation.

This study has identified the drivers behind China’s rapid growth in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has been comparable to that of the United States. China has developed 

their artificial intelligence capabilities to suit their own characteristics. This has been 

accomplished by being open to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ttracting talented people, 

overcoming weaknesses, and adopting an unregulated data collection strategy. In such 

circumstances, local governments have pushed for a competitive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 and achieved development in this area by attracting related companies. As a result, 

China has been able to develop into an artificial intelligence powerhouse by taking a 

bottom-up approach to implementing its successful provincial-level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 as a national strategy. 

[논문투고일 : 2022. 10. 19.]
[심사의뢰일 : 2022. 11. 8.]
[게재확정일 : 2022. 12. 5.]

* Kim, Jinyong is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Kyungnam University, Korea. He can be reached at 
conan@uok.ac.kr.





한국의 군사혁신(RMA) 담론 연구: 
구조토픽 모델(Structural Topic Model)을 중심으로

*성기은*, 서창원**,  천시경*** 

Ⅰ. 서론

Ⅱ. 기존 연구와 가설의 설정

Ⅲ. 연구 설계: 구조토픽 모델(STM: Structural Topic Model)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 육군사관학교 정치학 부교수
** 육군사관학교 정치학 강사

*** 육군사관학교 정치학 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군사혁신(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에 관한 양적 담론 분석의 

한 종류인 구조토픽 모델(STM: Structural Topic Model)을 통해 한국 군사혁신의 독특성을 

탐색하고 국방 분야 발전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사회적 환경이 구성원 간 상호작용의 

패턴에 영향을 주며 상호작용의 패턴에는 구성원의 관념이 내재해 있다는 이론을 적용하여 한국

의 특수한 안보환경이 한국 군사혁신 담론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의 

검정을 위해 2000년부터 최근까지 출판된 군사혁신 관련 연구 논문의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한 

후, 양적 담론 분석의 한 종류인 STM을 활용하여 군사혁신 담론에 내재한 토픽을 추출했다. 

STM 분석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설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한국의 군사혁신 

담론에는 군사혁신의 개념과 관련된 토픽이 더 많이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략적 수준의 

미국 군사혁신과 연관된 토픽 및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중국 군사혁신에 대한 토픽이 덜 출현했

다. 본 연구는 군사혁신 관련 전문가 집단 양성의 강화, 기술 중심적 접근의 회피, 전략적 및 

국제정치적 맥락을 고려한 군사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는 함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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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군사혁신(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에 관한 양적 담론 
분석의 한 종류인 구조토픽 모델(STM: Structural Topic Model)을 통해 한국 군사혁신의 
독특성을 탐색하고 국방 분야 발전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군사혁신의 개념이 발전되
는 과정에서 ‘군사변혁(Military Transformation),’ ‘국방혁신(Defense Innovation)’ 등의 
개념들로 진화하기도 했지만, 군사혁신에서 파생된 개념의 기반에는 혁신적 변화를 통해 군사
적 효율성을 극적으로 상승시킨다는 관념이 내재한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군사혁신의 아이디어는 이후 전 세계의 국방 분야 연구자들과 국방정책 결정
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군사혁신의 아이디어가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은 
이유는 전쟁 수행방식의 급격한 변화를 예측하는 군사적 맥락을 넘어 국가 간의 힘의 배분과 
세계적 수준의 세력균형을 일거에 변화시킬 수 있다는 국제정치적 맥락의 중요성 때문이다.1) 
또한, 미래전 양상 예측의 프레임을 제공하는 군사혁신의 아이디어는 정책 결정자들이 국방전
략 및 군사력 건설의 방향과 목표를 수립할 때 핵심 주제로 인식되었다.

지난 30여 년 동안 형성되어 온 군사혁신에 대한 관념은 국방전략 및 군사력 건설의 계획
과 실행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분석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적으로 형성된 군사혁신에 관한 관념이 어떠한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 국방 
분야 발전에 주는 함의를 도출해야 한다. 군사혁신과 관련된 관념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담론 분석(discourse analysis)’의 기법을 적용했다. 담론 분석은 사회적 공동체의 
믿음과 확신을 포함한 관념을 확인하기 위해 고안된 연구방법의 한 종류이다.2) 군사혁신에 
대한 관념을 구성하는 믿음과 확신은 국방전략 및 군사력 건설과 관련된 정책의 계획과 실
행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군사혁신에 대한 담론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군사혁신 담론의 특수성이 존재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했다. 군사혁
신과 관련된 사회적 공동체의 관념은 해당 공동체가 처한 국방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지정

1) 이근욱, “미래의 전쟁과 전쟁의 미래: 이라크 전쟁에서 나타난 군사혁신의 두 가지 측면,” 『신아세아』 17권 1호
(2010), pp. 137-167; 설인효, “군사혁신(RMA)의 전파와 미중 군사혁신 경쟁: 19 세기 후반 프러시아-독일 모
델의 전파와 21세기 동북아 군사질서,” 『국제정치논총』 제 52집 3호(2012), pp. 141-169; 정춘일, “4차 산업혁
명과 한국적 군사혁신,” 『한국군사』 6호(2019), pp. 1-38; Michael C. Horowitz, The Diffusion of Military 
Power: Causes and Consequences for International Politics (Harvard University, 2007); Max Boot, 
War made New: Weapons, Warriors,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London: Penguin, 
2006).

2) R. Gill, Discourse Analysis. Qualitative Researching with Text, Image and Sound (Ventura: Sag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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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위치, 국력, 위협, 국제적 위상, 동맹 관계 등 국방환경의 다양한 구성요소에 의해 공동
체의 관념이 구조화되며 이 관념은 군사혁신의 담론에도 투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을 
둘러싼 독특한 국방환경은 한국 사회의 국방과 관련된 관념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관념은 
군사혁신 담론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반도 국가라는 지정학적 위치, 중견국 위상, 
북한의 위협과 남북한 대치상황, 한-미 동맹이라는 요소에 의해 구성된 국방환경 속에 존재
한다. 이와 같은 독특한 한국의 국방환경으로 인해 한국의 군사혁신 담론에는 한국만의 특
수성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의 군사혁신 담론에 나타난 특수성을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2000년부터 최근까지 출판된 군사혁신과 관련된 연구 논문 220편을 수집했다. 
다양한 매체에 투영되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통해 사회적 공동체가 형성한 담론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사혁신과 관련된 담론의 구조와 한국 담론의 특수성을 파
악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연구 논문을 수집했다. 군사혁신과 관련된 연구 논문의 영문 초록
을 수집 후 자연어 분석(NLP: Natural Language Process)의 한 종류인 STM을 활용하여 
한국 군사혁신 담론의 특수성을 탐색했다. 분석 결과 군사혁신과 관련된 연구 논문에서는 
총 6개의 토픽이 나타났으며, 6개의 토픽 중 1개의 토픽은 한국에서 출판된 학술지에 특별
히 많이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개의 토픽은 현저히 덜 출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국에서 특별히 많이 출현하는 토픽은 ‘전쟁,’ ‘기술,’ ‘변혁’ 등의 단어가 많이 출현하는 군사
혁신의 개념과 관련된 토픽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혁신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군사혁신의 담론이 개념연구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
했다. 또한,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미국 및 중국과 관련된 전략적 차원의 군사혁신과 관련된 
관념이 덜 발전했다는 점도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분석 결과가 한국의 국방 분야 발전을 위해 시사하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혁신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군사혁신 담론은 남북
한 대치상황 및 북한의 위협이라는 변화하지 않는 국방환경 속에서 발전해 왔다. 변화하지 
않는 국방환경 속에서 한국의 군사혁신 담론은 다양한 주제들로 구성되지 못해왔고 개념연
구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군사혁신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의 양성을 강화하여 개념연구 
이상의 다양한 주제들이 한국의 군사혁신 담론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과 중국의 
군사혁신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구조토픽 모델의 분석 결과 한국에서 
출판된 연구 논문에서는 전략적 수준의 미국 군사혁신 및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중국의 
군사혁신에 대한 토픽들이 덜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혁신은 양국 
간의 힘의 분포와 세계적 수준의 세력균형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정치적으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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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중요하며, 한국의 군사 분야 연구자들도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제이다.
다음 장에서는 군사혁신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 대하여 살펴보고, 한국의 국방환경으로 인

해 발생하는 한국 특유의 군사혁신 주제와 관련된 가설을 제시했다. 3장은 연구 설계로서 
구조토픽 모형(STM)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자료의 수집 및 자연어 사전처리 과정을 제시하
고, 모형의 적합성에 대하여 분석했다. 4장에서는 STM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국 군사혁
신 담론의 특수성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고, 분석 결과가 주는 함의에 대하여 제시했다. 결론 
부분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한국 국방 분야의 발전을 위한 함의를 요약하고 향후 연
구 발전 방향에 대하여 제시했다.

Ⅱ. 기존 연구와 가설의 설정
 

1. 기존 연구 

현실 국제정치의 변화는 군사 분야 연구에 큰 영향을 준다. 군사 분야 전문가들이 군사혁
신이라는 개념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한 시기는 냉전이 종식된 직후이다. 1990년
대 초반 초강대국 간의 경쟁과 갈등 상황이 종식되고 새로운 안보환경을 맞이하게 되었다. 
위협 요인의 변화는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게 하는 동력이 되었고 군사 분야의 전문가들은 
새로운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 방향에 관하여 연구하기 시작했다. 과거에 존재했던 혁신적 
변화로 인해 전쟁의 양상이 바뀐 사례들을 연구하고 전쟁의 승패를 결정했던 요인이 무엇이
었는가에 대하여 분석했다.3) 역사적인 사례를 통하여 발견한 사실은 군사기술, 군사교리, 
군사조직, 군사작전 등의 혁신적 변화가 국가 간의 세력균형을 일거에 변화시켰으며 전쟁의 
승패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군사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군사혁신의 일반적 개념이 정립된 이후, 군사혁신 연구는 크게 
두 개의 방향으로 발전했다. 첫 번째 연구 방향은 전술적 수준에서 세부 주제로의 발전이다. 
전투 수행방식의 획기적인 변화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정찰-타격 복합체(reconnaissance 
strike complex),’ ‘체계의 체계(system of systems),’ ‘네트워크 중심작전(NCW: 
Network Centric Warfare),’ ‘효과중심작전(EBO: Effect-Based Operation)’ 등의 개념

3) Alvin Tofler & Heidi Toffler, War and Anti-War (New York: Warner Books, 1995); A. F. 
Krepinevich, “Cavalry to Computer: The Pattern of Military Revolutions,” The National Interest 
No. 37(1994), pp. 30-42; W. Murray, Thinking about Revolutions in Military Affairs (Washington 
DC: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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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등장했다. 이러한 세부 개념들의 공통점은 새로운 전쟁의 양상을 묘사하고 새로운 환
경에서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술적 수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4) 두 번째 
연구 방향은 군사혁신 개념의 진화이다. 군사혁신의 개념으로부터 ‘군사변혁(Military 
Transformation),’ ‘국방혁신(Defense Innovation)’ 등의 개념이 등장했다.5) 이러한 개념
들은 기존 군사혁신의 개념보다 구체적이면서도 군사전략과 국방전략까지 포괄한다는 특징
이 있지만, 군사혁신의 아이디어로부터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군사 분야 전문가들도 군사혁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왔다. 한국의 군사혁신 관
련 연구의 효시는 정춘일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6)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었던 군사
혁신의 개념을 연구하여 소개하고,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군사혁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1990년대 중반 한국 군사혁신 연구의 주요 주제였다. 이후 나타난 군사혁신 관련 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연구는 군사혁신 하위의 세부 주제들에 관한 작전
적 및 전술적 수준의 연구이다. 앞서 제시한 ‘네트워크 중심전’ 및 ‘효과중심작전’ 등의 새로
운 전쟁 양상을 소개하고 새로운 전쟁 방식에 대비하기 위한 작전 및 전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두 번째 연구는 타국의 군사혁신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의 군사혁신에 
주는 함의를 찾는 연구이다.7) 주로 미국의 군사혁신 사례와 전쟁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군에게 주는 함의를 제시했다.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의 군대가 실패한 
원인을 군사혁신의 실패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기술 중심

4) W. A. Owens, The Emerging US System-of-Systems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ic Studies, 1996); A. K. Cebrowski, & J. J. Garstka, “Network-Centric 
Warfare: Its Origin and Future,” US Naval Institute Proceedings Vol. 124, No. 1(1998, January), pp. 
28-35; B. G. D. Deptula, Effects-Based Operations: Changes in the Nature of Warfare (Arlington, 
VA: Aerospace Education Foundation, 2001).

5) R. O. Hundley,  Past Revolutions, Future Transformations. What Can the History of Revolutions in 
Military Affairs Tell us about Transforming the US Military? (Santa Monica CA: Rand Corp, 1999); 
M. Van Creveld, Transformation of War (New York: Simon and Schuster, 2009); 이성만, “미국 군혁신 
개념의 발전에 대한 고찰: 변형하는 변혁을 향하여,” 『국제정치논총』 제 49집 2호(2009), pp. 59-81; A. 
Grissom, “The Future of Military Innovation Studies,”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29, No. 
5(2006), pp. 905-934; D. Adamsky, The Culture of Military Innovation: The Impact of Cultural 
Factors on th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in Russia, the US, and Israel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0). 

6) 권태영, 정춘일, “미군의 군사혁신 (RAM/MTR) 추세와 우리군의 미래발전방향,”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22
권 2호(1996), pp. 1-17; 정춘일, “21 세기 한국의 국방 비전과 군사력 발전 방향,” 『국제정치논총』 36권 2호
(1997), pp. 401-424.

7) 설인효, “군사혁신(RMA)의 전파와 미중 군사혁신 경쟁: 19 세기 후반 프러시아-독일 모델의 전파와 21세기 동
북아 군사질서,” 『국제정치논총』 제 52집 3호(2012), pp. 141-169; 조한승, “탈냉전기 미국 군사혁신(RMA)의 
문제점과 교훈,” 『평화연구』 18권 1호(2010), pp. 193-232; 이병구, “군사혁신의 잘못된 약속과 이라크 전쟁의 
난항: 미국의 군사혁신은 어떻게 미국을 이라크 전쟁의 수렁으로 이끌었는가?” 『전략연구』 26권 2호(2019), pp. 
38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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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군사혁신 및 분권화된 군사혁신을 회피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또한, 프로이센-독일의 군
사혁신 사례가 타국으로 전파되는 과정을 분석하여 선진국 및 강대국의 군사혁신 프로그램
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세 번째 연구는 군사혁
신을 전략적 및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분석하는 연구이다.8) 군사혁신의 맥락이 군사작전 및 
전술의 수준에서 인식되는 것보다, 경제 및 사회적 변화와 강대국 세력경쟁의 맥락에서 인
식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군사혁신을 강대국 간 경쟁의 맥락으로 분석
하여 미국은 군사혁신을 통해 적대국이 자원을 소모하게 만드는 전략을 추구해 왔다고 분석
했다.

국제정치적 환경의 변화는 군사 분야 연구자들에게 군사혁신이라는 연구 주제를 던져주었
다. 냉전의 종식 이후 약 30여 년 동안 군사혁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세부 
주제들이 등장했으며 각 주제는 진화를 거듭해 왔다. 군사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등
장과 진화 그리고 주제 간의 경쟁은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사회적 공동체가 ‘담론’을 구성하
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형성된 군사혁신과 관련된 담론에 잠재하는 사회적 공동
체의 믿음과 확신 및 관념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군사혁신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주제의 나열이나 주제의 분류를 통해서는 연구 공동체가 발전시킨 군
사혁신의 관념을 파악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군사혁신
에 대한 관념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한국 군사혁신 담론에는 특수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한다. 국방 
관련 연구자들과 정책 결정자들의 군사혁신에 관한 관심이 냉전의 종식 이후부터 생겨났다
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군사혁신 담론이 형성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경과 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군사혁신 담론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한국의 안보환경으로 인하
여 한국 특유의 담론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예측한다. 

사회적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관념은 사회 구성원의 상호작용으로 표출되고 구성원 간 
상호작용의 패턴이 사회의 문화로 정착된다. 공동체의 관념이 표출되는 문화 공간은 사회적
으로 형성되며, 사회의 환경은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에 큰 영향을 준다.9) 냉전의 종식이라

8) 이근욱, “미래의 전쟁과 전쟁의 미래: 이라크 전쟁에서 나타난 군사혁신의 두 가지 측면,” 『신아세아』 17권 1호
(2010), pp. 137-161; 신성호, “군사혁신, 그 성공과 실패: 한반도 ‘전쟁의 미래’와 ‘미래의 전쟁’,” 『국가전략』 
25권 3호(2019), pp. 69-96; 손한별, “미국의 군사혁신과 “상쇄전략”: 장기 경쟁전략으로서의 기술우위와 비용
부과,“『한국국가전략』 6권 3호(2021), pp. 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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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보환경의 변화가 군사혁신이라는 연구 주제의 등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고려했
을 때, 군사혁신에 관한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안보환경은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사회 환경적 요인과 공동체의 관념 간에 발생하는 일반적 인과관계를 안보
환경과 군사혁신 담론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안보환경은 사회 구성원의 군사혁신에 대한 관념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관념들이 군사혁
신 담론에 내재해 있다. 다른 국가들과 다른 한국의 독특한 안보환경은 한국 사회 구성원들
의 군사혁신에 대한 관념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러한 관념들이 군사혁신 담론에 나타날 것
이다. 한국의 안보환경을 묘사하는 다양한 맥락이 존재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안보환경 구성
요소는 지정학적 위치, 국제적 위상, 적대적인 남북관계, 한국과 미국의 동맹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은 동아시아 동쪽 끝의 반도 국가라는 물리적 환경으로 인해 대륙세력과 해양세
력 간의 경쟁 무대가 된다. 반도 국가라는 물리적 환경이 반드시 안보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견국의 위상을 가진 한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 
이와 같은 물리적 환경과 국제적 위상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광복과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과정에서 고착된 남북한의 대치상황으로 인하
여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활용한 지속적인 군사 도발을 경험했으며, 냉전의 종식 이
후에는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은 심대한 안보위협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안보위협
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반으로 미국과의 동맹 관계
를 유지하고 있다. 위와 같이 타국의 환경과는 다른 한국의 안보환경으로 인해 한국 특유의 
군사혁신 담론이 존재하는가를 확인하고 담론에 숨겨진 의미와 함의를 찾고자 한다.

Ⅲ. 연구 설계: 구조토픽 모델(STM: Structural Topic Model)

1. 담론 연구와 STM 분석

군사혁신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되는가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해서
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공동체의 관념을 확인해 봐야 한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확
신은 관념을 구성하고, 이 관념은 공동체가 추구하는 구체적인 행동의 계획과 실행을 결정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10)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담론 분석은 사회 구성주의(social 

9) C. B. Roy, Interpreting as a Discourse Proces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R. Gill, 
Discourse Analysis. Qualitative Researching with Text, Image and Sound (Ventura: Sag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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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vism)에 기반하여 사회적으로 형성된 말과 글로 표출되는 언어의 맥락(context)
에 대한 해석을 통해 공동체의 믿음과 확신을 포함한 관념을 유추하는 연구 방법이다.11)

한국의 군사혁신에 대한 관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담론 분석을 통해서 군사혁신과 
관련성이 있는 한국의 공동체가 어떠한 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 형성된 관념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비교해 보아야 한다. 군사혁신과 관련된 공동체의 관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자료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이 필요하다.12) 자료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이란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행간의 의미와 뉘앙스를 통해 맥락을 유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기존 담론 분석이라는 연구방법의 가장 큰 제한점 중 하나는 자료의 해석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며,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13)

기존 담론 분석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연구방법이 자연어 처리(NLP: Natural 
Language Process)의 한 종류인 토픽 모델(topic model) 분석이다. 토픽 모델 분석을 통
해 문서에 나타난 대량의 문자 정보로부터 문서에 잠재된 토픽을 찾아내어 담론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14) 토픽 모델 분석의 기본 원리는 문서에서 단어를 추출하여 하나의 말뭉치
(corpus)를 구성한 이후 단어 간의 동시 출현 확률이 높은 단어들을 군집화(clustering)하
여 토픽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동시 출현 확률을 활용한 단어 군집화 알고리즘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모형은 잠재적 디리클레 할당(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모형이다.15)

LDA 모형을 포함한 토픽 모델은 문서에 잠재된 토픽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

10) 이기형, “담론분석과 담론의 정치학: 푸코의 작업과 비판적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4권 3호
(2006), pp. 106-145.

11) 김슬옹, “언어 분석 방법론으로서의 담론학 구성 시론,” 『사회언어학』 13권 2호(2005), pp. 43-68; 김해연, 
“한국 사회언어학에서의 담화분석 연구,” 『사회언어학』 28권 4호(2020), pp. 1-28; A. Bell, & P. D. 
Garrett, Approaches to Media Discourse (Oxford: Wiley-Blackwell, 1998);  T. A. Van Dijk, 
“Principles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Discourse & Society Vol. 4, No. 2(1993), pp. 249-283. 

12) M. W. Jørgensen, & L. J. Phillips, Discourse Analysis as Theory and Method (Ventura: Sage, 
2002); C. Barker, D. Galasinski, & D. D. Galasinski, Cultural Studies and Discourse Analysis: A 
Dialogue on Language and Identity (Ventura: Sage, 2001); D. Howarth, & J. Torfing, (Eds.). 
Discourse Theory in European Politics: Identity, Policy and Governance (New York: Springer, 
2004).

13) P. DiMaggio, M. Nag, & D. Blei, “Exploiting Affinities between Topic Modeling and the 
Sociological Perspective on Culture: Application to Newspaper Coverage of US Government Arts 
Funding,” Poetics Vol. 41, No. 6(2013), pp. 570-606; K. Krippendorff,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Ventura: Sage, 2018).

14) 조원광, “의료 지식의 사회적 구성과 건강 행동: 유방암 논문 초록과 환자 포럼 게시글의 토픽 모델링을 중심으
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조원광, “한국의 공중 보건 위기 초기 대응에서 나타난 특징과 그 함의: 
메르스와 코로나19 초기 언론 보도에 대한 토픽 모델링,” 『정보사회와 미디어』 22권 2호(2021), pp. 25-50. 

15) D. M. Blei, A. Y. Ng, & M. I. Jordan,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2003), pp. 99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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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지만, 문서 집단 간의 토픽 출현 확률에 대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문서 집단 간의 토픽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주는 모형이 구조토픽 모형(STM: 

Structral Topic Model) 이다.16)구조토픽 모형은 문서에 제시된 문서의 출판 시간, 저자, 
출판 장소 등 문서 내용 이외의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문서 집단 간의 토픽 출현 확률을 
비교하는 모형이다. LDA 모형이 단순히 문서 집단의 토픽을 제시한다면, STM은 메타데이
터에 의해 구조화된 문서 집단 간 토픽의 출현을 비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 적합
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군사혁신 담론에는 한국 안보환경이 반영된 독특성이 존재할 것이라
는 가설을 제시했다. 이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군사혁신과 관련된 자료와 외국
의 군사혁신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토픽을 추출하고, 한국 문서 집단과 외국 문서 집단
에서 토픽의 출현 확률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17) 가설의 검정을 위
해 먼저 군사혁신에 관한 담론이 잠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를 수집했다. 문서에 나
타난 자연어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사전처리를 한 이후, 토픽의 개수를 결
정하기 위한 모델 적합성 분석을 했다. 모델 적합성 분석을 통해 확인된 토픽의 개수에 따라 
토픽을 추출하고 각 토픽이 한국의 문서와 외국의 문서에서 출현하는 확률이 통계적으로 다
른지에 대하여 확인했다.

2. 자료의 선택과 모델 적합성 판단

한국 군사혁신 담론에 나타난 특수성을 찾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군사혁신과 관련된 연
구 논문의 문자화된 정보를 활용했다. 특정 담론을 구성하는 주제들과 구조를 파악하기 위
해서 사회적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예술 연구 분야에서는 소설과 시, 
음악과 그림 및 조형물에 표현된 정보를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형성된 담론을 유추하며, 언
론학 분야에서는 신문기사나 영상 보도의 정보를 활용하여 담론의 구조를 파악하기도 한

16) M. E. Roberts, B. M. Stewart, D. Tingley, C. Lucas, J. Leder‐Luis, S. K. Gadarian, & D. G. Rand, 
“Structural Topic Models for Open‐Ended Survey Respons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8, No. 4(2014), pp. 1064-1082; M. E. Roberts, B. M. Stewart, & E. M.  Airoldi, “A 
Model of Text for Experimentation in the Social Science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Vol. 111, No. 515(2016), pp. 988-1003; M. E. Roberts, B. M. Stewart &  D. Tingley, 
“Stm: An R package for Structural Topic Models,”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Vol. 91(2019), 
pp. 1-40; 이혜수, 김세현, “코로나 19 이후 한국사회의 혐오 담론: 구조적 토픽 모형을 활용한 언론보도기사 
분석,” 『사회사상과 문화』 24권 2호(2021), pp. 261-296;  박치성, 신나리,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역대 대통
령의 정책변화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5권 4호(2021), pp. 1-33.

17) 본 연구에서는 STM 분석을 위해 R 프로그램의 ‘stm’ 패키지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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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8) 군사혁신에 관한 담론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신문기
사나 영상 뉴스의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으며, 군사혁신과 관련된 군과 정부의 문서에 나타
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군사혁신 연구자들의 학술 논문을 분석 자
료로 활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매체의 보도보다 연구자들의 학술 논문을 
통해서 풍부하고 다양한 관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방 및 외교 분야의 이슈는 교육, 경제, 
범죄 등의 이슈에 비해 일반 대중들의 관심을 덜 받는다.19) 따라서, 신문이나 영상 매체에서 
다루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신문과 영상 매체의 보도내용은 군사혁신과 
관련된 관념을 기반으로 한 창조적 생산물이 아닌 현실에서 나타나는 사실을 중심으로 구성
된다. 둘째, 군과 정부의 군사혁신과 관련된 문서들은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 의해 형성된 
담론에 영향을 받는다. 군사혁신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 형성된 다양한 아이디어는 군과 
정부의 군사혁신 정책의 계획과 실행을 위한 기반이다. 또한, 군과 정부의 정책문서의 경우 
연구자들에 의해 발전한 다양한 군사혁신의 하위 주제 중에서 군과 정부의 이익에 따라 선
별적으로 채택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형성된 담론 전체를 파악할 때 한계가 있다.20)

가설의 검정을 위해 2000년부터 최근까지 출판된 군사혁신 연구자들의 학술 논문을 수집
했다. 학술 논문의 수집은 크게 두 단계로 수행되었다. 먼저 한국에서 출판된 군사혁신을 
주제로 한 한국어 연구 논문을 수집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
서비스(RISS)’에서 검색어 ‘군사혁신’으로 검색된 KCI 등재지에 수록된 연구 논문을 수집했
다. 총 44편의 연구 논문이 수집되었으며 ‘국방연구,’ ‘전략연구,’ ‘한국군사학논집’ 등의 학술
지에서 군사혁신을 주제로 한 논문들이 다수 출판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외국의 
학술지에서 군사혁신을 주제로 한 논문을 수집했다.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에서 제공하는 
논문검색 서비스를 활용하여 검색어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로 검색된 연구 논문
을 수집했다.21) 검색 조건을 2000년 이후 출판된 동료심사(peer-review) 과정이 있는 국

18) 백영민.『R를 이용한 텍스트 마이닝 2판(서울: 한울엠플러스, 2019), pp. 16-18.

19) B. I. Page & R. Y. Shapiro, “Effects of Public Opinion on Poli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7, No. 1(1983), pp. 175-190; T. Hartley & B. Russett, “Public Opinion and the 
Common Defense: Who Governs Military Spending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6, No. 4(1992), pp. 905-9015; P. Burstein, “The Impact of Public Opinion 
on Public Policy: A Review and an Agenda,”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Vol. 56, No. 1(2003), 
pp. 29-40. 

20) H. D. Lasswell,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Communication in Society,” The Communication 
of Ideas Vol. 37, No. 1(1948), pp. 136-139; 김석향, 권혜진, “김정일 시대(1998~2007) 북한당국의 통일
담론 분석: 노동신문 구호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17권 2호(2008), pp. 155-182.

21) 외국 저널에서 출판된 연구 논문의 검색을 위해 ‘Goolge Scholar’를 포함한 다양한 인터넷 논문검색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에서 제공하는 논문검색 서비스는 ‘JSTOR,’ ‘Springer Online,’ 
‘ProQuest,’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EBSCOhost,’ ‘HeinOnline’ 등의 세계적인 수준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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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치학, 군사학, 정치학, 사회과학 일반의 분야로 한정했으며, 제목과 초록에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를 포함한 논문을 수집했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수집된 논문은 총 176
편이었으며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Strategic Impact,’ ‘Defense Studies’ 등의 
학술지에서 다수의 논문이 출판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단계를 통해 수집된 논문에 대한 자연어 분석을 위해서는 검색된 자료들의 언어를 통
일해야 한다. 한국에서 출판된 논문과 외국에서 출판된 논문의 영문 초록을 종합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했다.22) 본 연구에서 수집된 각 논문의 영문 초록을 활용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논문의 초록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구성할 때의 장점이 논문의 본문을 활용하여 데이
터를 구성할 때의 장점보다 크다. 초록은 논문의 핵심인 가설, 가설의 검정방법, 가설 검정 
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문에 존재하는 기존연구 등은 토픽 분석에 ‘노이즈’로 
작용하여 토픽을 왜곡될 수 있다. 둘째, 영문을 국문으로 전환할 때보다 국문을 영문으로 
전화할 때 내용의 충실도가 더 높았다. 영문을 국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다수의 문장 및 단어
들이 왜곡되어 번역되었지만, 국문을 영문으로 전환했을 때는 번역의 왜곡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다.  

자료 종합 결과 220편의 논문에서 총 27,867개의 단어가 나타났으며, 중복해서 사용된 
단어를 포함하지 않은 총 5,258개의 단어가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자연어 자료를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 사전처리를 했다. 먼저 분석에 불필요한 
관사와 특수문자 및 숫자를 제거했으며, 대문자와 소문자를 소문자로 통합했다. 이후 동일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표기 형식이 다른 단어를 하나의 단어로 통합했다.23) 이후 부사와 
형용사 등의 어근을 통일한 후, 자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인 ‘revolution,’ ‘military,’ 
‘affairs,’ ‘RMA’를 삭제했다. 종합된 자료에서 위의 네 단어가 가장 많이 출현하는 이유는 
논문의 검색어이기 때문이다. 자료를 검색하기 위한 주제어를 자료에 포함하는 경우 다른 
단어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많이 출현하게 되며, 이는 분석 결과의 유효성(validity)을 저해하
기 때문에 자료 수집을 위한 검색어를 삭제한 후 분석했다. 사전처리 결과 분석 자료에서 
총 14,497개의 단어가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복 단어를 제외할 경우 총 1,756개의 

문검색 서비스와 연계되어 있다. 검색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논문검색 서비스 중 연세대학교 학술문화
처에서 제공하는 논문검색 서비스를 활용했다.

22) 한국에서 출판된 일부 논문의 경우 영문 초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영문 초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RISS에서 제공하는 영문번역 서비스를 활용하여 한국어 초록을 영문으로 전환하여 수집했다.

23) 대표적인 예로 미국을 의미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존재한다. ‘United States,’ ‘U.S.,’ ‘US,’ ‘USA,’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을 의미하는 모든 단어를 ‘america’로 통일했다. 이외에도 전쟁을 의미하는 ‘war,’ ‘wars,’ 
‘warfare’를 ‘war’로 통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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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가 군사혁신과 관련된 논문의 초록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료의 수집과 전처리 후, 최적화된 토픽의 숫자를 판별하기 위한 모델 적합성 분석을 했

다. STM을 포함한 모든 토픽 모델 분석의 기본적인 방식이 각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를 통해 
토픽의 의미를 유추하는 것임을 고려했을 때 최적화된 토픽의 숫자를 판별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토픽의 숫자에 따라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가 결정되기 때문에, 토픽의 숫자가 과
도하게 많은 경우 토픽과 토픽 간의 배타성(exclusivity)은 증가하지만, 토픽 내부의 단어와 
단어 간의 응집성(cohesive)은 저하된다. 반면 토픽의 숫자가 과도하게 작은 경우 토픽 간
의 배타성이 저하되지만, 토픽 내부 단어 간의 응집성은 증가한다. 따라서 토픽 간의 배타성
과 토픽 내 단어 간의 응집성이 최적화되는 토픽의 숫자를 결정해야 한다. 모델 적합성 분석
의 결과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1] 모델 적합성 분석 결과

최적화 모형을 진단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위의 [그림 1]에 나타난 수치들을 활용하여 연구자가 토픽의 숫자를 결정하는 것이다.24) 본 
연구에서는 배타성(exclusivity), 의미론적 일관성(semantic coherence), Held-out 추정
치(Held-out likelihood), 잔차(residuals) 4개의 수치를 활용했다. 배타성 수치는 토픽 간
의 배타성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며 의미론적 일관성은 토픽 내부 단어 간의 의미론적 일관
성을 표현한 것이다. Held-out 추정치는 모형의 예측력을 평가한 수치이며 잔차는 모형을 

24) M. E. Roberts, B. M. Stewart & D. Tingley, “Stm: An R package for Structural Topic Models,”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Vol. 91(2019), pp. 1-40; 박치성, 신나리,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역대 대
통령의 정책변화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5권 4호(2021), pp. 1-33; 박한샘, 김동현, 장성주, “구조적 
토픽 모델링 기반 스마트 시티 연구 동향 분석,”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0권 9호(2019), pp. 1839-1846; 
이혜수, 김세현, “코로나 19 이후 한국사회의 혐오 담론: 구조적 토픽 모형을 활용한 언론보도기사 분석,” 『사
회사상과 문화』 24권 2호(2021), pp. 26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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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배타성 수치와 의미론적 일관성 수치는 앞
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반비례의 관계를 보인다. 토픽 숫자의 증가에 따라 토픽 간의 배타성은 
증가하지만, 토픽 내부 단어들의 의미론적 일관성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추정치는 충분히 크면서, 잔차가 충분히 작은 모형을 선택하여 토픽의 숫자를 6개로 설정
하고 STM 분석을 했다.

Ⅳ. 분석 결과

1. 토픽의 추출과 해석

한국과 해외에서 출판된 학술 논문 220편에서 추출한 1,756개 단어의 동시 출현 확률을 
활용하여 6개의 토픽에서 아래의 표와 같은 키워드를 추출했다. 아래의 표에는 각 토픽에서 
출현하는 빈도가 높은 단어(Highest Pro.) 6개와 해당 토픽에는 많이 출현하지만 다른 토픽
에서는 출현 빈도가 낮은 희귀 단어(FREX) 6개가 나타나 있다. 단순히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만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다른 토픽과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희귀 단어들을 함께 
활용할 때, 토픽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1> 토픽 추출 결과

토픽 

구분
상위 키워드*

1번 

토픽

Highest Pro. war, futur, america, concept, technolog, power, inform

FREX small, afghanistan, soldier, war, futur, network, respect

2번 

토픽

Highest Pro. war, inform, china, forc, pla, system, technolog 

FREX equip, pla, digit, engin, german, autonom, inform 

3번 

토픽

Highest Pro. america, forc, technolog, system, defenc, war, strateg 

FREX defenc, missil, cfo, risr, america, administr, nite 

4번 

토픽

Highest Pro. technolog, china, develop, strategi, defens, forc, war

FREX industri, confront, strateg, defens, especi, transpar, characterist

5번 

토픽

Highest Pro. war, technolog, articl, examin, polit, chang, transform 

FREX british, examin, battlefield, leader, occur, debat, india 

6번 

토픽

Highest Pro. secur, war, develop, america, technolog, studi, chang 

FREX secur, market, allianc, civil, discours, technic, central 

* 영문 데이터 사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근 동일화 과정으로 인하여 일부 키워드의 경우 완벽한 단어의 형태를 취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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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여섯 개의 토픽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토픽에 두 개의 강대국이 
많이 출현한다는 것이다. 미국을 의미하는 ‘america’라는 단어는 1번, 3번, 6번 토픽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로 분석되었으며, 중국을 의미하는 ‘china’라는 단어는 2번, 4번 토픽
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혁신과 관련된 연구의 주제들이 국제정치적으
로 큰 의미가 있는 두 개의 강대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각 토픽의 의미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번, 3번, 6번 토픽의 경우 공통적인 
빈출 단어로 미국을 포함하고 있지만, 각각 조금씩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번 토픽의 경우 미국의 군사혁신을 아프간 전쟁과 같은 작은 전쟁(small war)의 맥락에서 
분석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출판된 일부 논문에서도 미국의 아프간 전쟁 실패 사례를 
군사혁신의 맥락에서 분석하기도 했다.25) 3번 토픽은 미국의 군사혁신을 전략적 차원에서 
분석한 연구들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토픽에서 출현하지 않지만 3번 토픽에서 많이 출현하
는 단어들(FREX)을 살펴보았을 때 미사일 방어 및 지휘통제 등의 단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6번 토픽은 미국의 군사혁신에 대한 일반론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들은 군사혁신과 관련된 연구에서 많이 출현하는 단어들이며, 6번 토픽에서만 자
주 등장하는 단어들의 맥락도 매우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번과 4번 토픽의 특징 중 하나는 중국과 연관된 주제들이라는 것이다. 2번 토픽의 경우 
중국군의 현대화 추진을 장비의 최신화와 정보 기술의 활용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일부 논문에서도 중국의 군사혁신을 2번 토픽과 같은 맥락에서 분석한 
사례들이 존재한다26) 4번 토픽은 중국의 군사혁신을 4차 산업혁명 및 미국과의 전략적 경
쟁의 맥락에서 분석한 주제라고 볼 수 있다. 중국과 관련된 토픽의 숫자가 미국과 관련된 
토픽의 숫자보다 적은 것을 보았을 때, 중국의 군사혁신을 주제로 한 연구보다 미국의 군사
혁신을 주제로 한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번 토픽에는 미국과 중국을 의미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5번 토픽에 자주 등장하
는 단어들은 전쟁(war), 기술(technology), change(변화), transformation(전환) 등의 단
어이다. 이러한 단어들은 군사혁신의 개념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이다. 5번 토픽

25) 이근욱, “미래의 전쟁과 전쟁의 미래: 이라크 전쟁에서 나타난 군사혁신의 두 가지 측면,” 『신아세아』 17권 1호
(2010), pp. 137-161; 이병구, “군사혁신의 잘못된 약속과 이라크 전쟁의 난항: 미국의 군사혁신은 어떻게 미
국을 이라크 전쟁의 수렁으로 이끌었는가?” 『전략연구』 26권 2호(2019), pp. 381-419; 조한승, “탈냉전기 미
국 군사혁신(RMA)의 문제점과 교훈,” 『평화연구』 18권 1호(2010), pp. 193-232. 

26) 차정미, “4차 산업혁명시대 중국의 군사혁신 : 군사지능화와 군민융합(CMI) 강화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
략』 20권 1호(2020), pp. 41-78; 나호영, 최근대, “인공지능에 기반한 중국의 군사혁신: 지능화군 건설을 중심
으로,” 『한국군사학논집』 76권 3호(2020), pp. 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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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많이 등장하지만, 다른 토픽에는 자주 등장하지 않는 희귀 단어들을 살펴보았을 때, 
특정한 패턴을 찾기 어렵다. 영국(british), 인도(india)와 같은 국가를 의미하는 단어가 존
재하며, 전장(battlefield), 지휘관(leader)과 같은 전투행위와 관련된 단어들이 존재한다. 5
번 토픽의 빈출 단어 및 희귀 단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토픽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군사혁신의 개념을 설명하는 일반론과 연관된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그림 2] 토픽 출현 확률

[그림 2]는 220편의 군사혁신 관련 문서 전체에서 각 토픽이 출현할 확률을 보여주고 있
다. 앞서 설명했던 미국의 군사혁신 관련 주제를 다루는 1번, 3번 토픽이 상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번 토픽의 경우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같은 미국의 군사혁신 실패사례를 주제로 
한 토픽이었으며, 3번 토픽의 경우 전략적 수준의 미국 군사혁신과 관련된 토픽이었다. 또
한, 중국의 군사혁신과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4번 토픽의 출현 확률이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군의 현대화를 다루고 있는 2번 토픽의 출현 확률이 가장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군사혁신 개념연구와 관련된 5번 토픽은 총 여섯 개의 토픽 중 네 번째로 많이 
출현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분석을 통해 군사혁신 담론의 중심에는 국제정치의 핵심행위자인 미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군사혁신과 관련된 1번, 3번, 6번 토픽의 출현 확률의 합이 전체 
출현 확률의 절반에 가깝다. 지금까지 군사혁신의 담론을 구성하는 주제 중 절반은 미국의 
군사혁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또한, 2번, 4번 토픽의 출현 확률의 합
이 약 0.3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의 군사혁신과 관련된 주제들은 군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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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담론 전체의 약 30%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군의 현대화와 관련된 군사혁신 
연구보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중국의 군사혁신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다. 마지막으로 군사혁신의 개념을 주제로 한 5번 토픽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국이나 중국의 군사혁신과 관련된 연구들의 비중보다 현저히 작으며, 군사혁신 담론 
전체에서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2. 한국과 타국 담론의 비교: STM 추정 결과

STM 분석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문서에 포함된 메타데이터에 의해 문서 집단 간 토
픽 구조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선택된 메타데이터는 국가 변수이다. 또한, 220편의 연구 논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해당 논문이 한국의 학술지에 출판되었는지 아니면 해외 학술지에 출판되었는지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수집했다. 한국 학술지를 독립변수로 각 토픽의 출현 확률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추정계수의 방향성과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토픽의 추정
계수가 양수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 해당 토픽은 해외 학술지에 비해 한국 학술지
에서 더 많이 출현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추정계수가 음수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경우 한국 학술지에서 덜 출혈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해당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STM 
분석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2> 구조토픽 모델 분석 결과

토픽 추정치 표준 오차 t 값 Pr > |t|

1번
절편  .200*** .052  3.846 .000

계수 -.001 .058 -0.027 .978

2번
절편  .082 .046  1.795 .074

계수  .068 .053  1.287 .200

3번
절편  .300*** .047  6.393 .000

계수 -.172** .051 -3.392 .001

4번
절편  .289*** .053  5.416 .000

계수 -.117* .059 -1.973 .049

5번
절편  .042 .045  0.943 .347

계수  .155** .051  3.044 .002

6번
절편  .087* .043  2.004 .046

계수  .068 .049  1.389 .166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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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3번, 4번 토픽의 추정계수가 음수이면서 9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번 추정계수는 양수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1번, 2번, 6번 토픽은 한국 학술지와 해외 학술지에서 출현할 확률이 
다르다고 할 수 없지만 3번, 4번 토픽은 한국 학술지에서 출현할 확률이 더 낮으며 5번 토픽
은 한국 학술지에서 출현할 확률이 더 높다.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여준 토픽인 3번, 4번, 
5번 토픽을 활용하여 출현 확률을 시각화해 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3] 한국 학술지와 해외 학술지의 토픽 출현 확률 비교

[그림 3]의 윗부분에 있는 각 토픽의 점은 추정계수의 위치이며, 각 점을 통과하는 선은 
95% 유의수준을 고려한 추정치의 신뢰구간이다. <표 2>에 나타난 결과와 같이 3번 토픽과 
4번 토픽의 추정치와 신뢰구간은 0보다 좌측에 존재하며 5번 토픽의 추정치와 신뢰구간은 
0보다 우측에 존재한다. [그림 3]의 아랫부분에 있는 막대그래프는 해외 학술지와 한국 학술
지에서 각 토픽이 출현할 확률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아랫부분 그림의 좌측에서는 해
외 학술지에서 각 토픽이 출현할 확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측에서는 한국 학술지에서 각 
토픽이 출현할 확률을 보여준다. 이 그래프 역시 <표 2>에 나타난 결과와 같이 3번, 4번 토
픽의 경우 해외 학술지에서 출현할 확률이 현저히 높으며, 5번 토픽은 한국 학술지에서 출현
할 확률이 현저히 높다. 반면 1번, 2번, 6번 토픽의 경우 그래프의 좌측과 우측에서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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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해외 학술지와 국내 학술지에서 이 토픽들이 출현할 확률이 통계적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없다.

<표 2>와 [그림 3]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군사혁신 담론의 독특성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국 군사혁신 담론의 첫 번째 독특성은 군사혁신의 개
념과 관련된 5번 토픽의 주제가 외국과 비교하여 상당히 발전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군사혁
신 개념 이상의 관념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림 3]의 아랫부분 우측 막대그래프
에서는 한국 학술지에서 각 토픽이 출현할 확률을 보여주고 있다. 1번 토픽과 5번 토픽이 
한국 학술지에서 출현할 확률이 비슷하지만 1번 토픽은 해외 학술지에서 유사한 확률로 출
현했으며, 5번 토픽은 한국 학술지에서만 현저히 많이 출현한다. 한국의 군사혁신 담론이 
군사혁신의 개념에 관한 관념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변화하지 않는 국방환경이 가
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군사혁신의 아이디어가 출현한 1990년대 초반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환경은 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의 지속 및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 
유지 등 큰 맥락에서 변화가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 결과적으로 변화하는 전쟁 환경 및 안
보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군사혁신과 관련된 구체적인 관념들이 발전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
으로 인해 한국의 군사혁신 담론은 군사혁신의 개념 위주로 구성되었다.

한국 군사혁신 담론의 두 번째 독특성은 국방전략 및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미국과 중국
의 군사혁신 연구가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림 3]의 아랫부분 우측에 있는 막대그래
프를 보았을 때, 3번 토픽과 4번 토픽의 출현 확률이 다른 토픽들과 비교해서 현저히 높지
만, 좌측에 있는 한국 학술지에서는 3번, 4번 토픽이 다른 토픽보다 현저히 많다고 할 수 
없다. 3번 토픽은 미사일 방어와 연관된 전략적 수준의 미국 군사혁신을 다룬다고 유추할 
수 있으며, 4번 토픽은 4차 산업혁명 및 국방전략과 연계된 중국의 군사혁신 주제라고 유추
할 수 있다. 한국의 군사혁신 담론에서 미국과 중국의 국방전략 및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아이디어를 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의 군사혁신 담론이 강대국 국제정치의 맥락에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한국의 학자들도 군사혁신의 국제정치적 맥락에 관하여 제
시한 바 있다.27)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군사혁신을 전술적 및 작전적 수준에서 바라보
고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대국의 국방전략과 연계된 군사혁신 담
론이 성장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27) 이근욱, “미래의 전쟁과 전쟁의 미래: 이라크 전쟁에서 나타난 군사혁신의 두 가지 측면,” 『신아세아』 17권 1호
(2010), pp. 137-161; 설인효, “군사혁신(RMA)의 전파와 미중 군사혁신 경쟁: 19 세기 후반 프러시아-독일 
모델의 전파와 21세기 동북아 군사질서,” 『국제정치논총』 제 52집 3호(2012), pp. 141-169; 정춘일, “4차 산
업혁명과 한국적 군사혁신,” 『한국군사』 6호(2019), pp. 18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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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군사혁신의 아이디어는 국방전략 및 군사력 건설의 계획수립과 추진의 프레임을 제공해왔
다. 군사혁신은 군사적 맥락에서 전투 수행방식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설명 이상의 국제정
치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냉전의 종식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군사혁신의 아이디
어는, 전 세계의 군사 분야 연구자들과 국방정책 결정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지난 30여 
년 동안 형성된 군사혁신 담론에 내재한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관념의 토픽을 탐색
하고 담론의 구조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사회적 환경이 구성원 간 상호작용의 패턴에 영향을 주며 상호작용의 패턴에는 구성원의 
관념이 내재해 있다는 이론을 적용하여 한국의 특수한 안보환경이 한국 군사혁신 담론에 영
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의 검정을 위해 양적 담론분석의 한 종류인 
STM을 활용하여 군사혁신 담론에 내재한 토픽을 추출하고 한국의 군사혁신 담론의 특수성
을 탐색했다. STM은 문서 자료의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문서 집단 간의 토픽 출현 확률의 
통계적 차이를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최적화된 분석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STM 분석을 위해 2000년부터 최근까지 출판된 연구 논문 220편의 
영문 초록을 수집했다. 군사혁신 담론에는 총 6개의 토픽이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
으며, 군사혁신의 개념과 연관된 1개 토픽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의 토픽은 미국 및 중국의 
군사혁신과 연관된 토픽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STM 분석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설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한국의 군사
혁신 담론에는 군사혁신의 개념과 관련된 토픽이 더 많이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략
적 수준의 미국 군사혁신과 연관된 토픽 및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중국 군사혁신에 대한 
토픽이 덜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안보환경으로 인해 한국 군사혁신의 담론 구
조는 해외 군사혁신 담론의 구조와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변화하지 않는 안보환경
은 군사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토픽의 출현을 억제했으며, 해외 연구자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연구자들이 군사혁신의 개념과 관련된 연구에 더 많이 몰두하도록 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국방정책에 주는 함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안보환경의 현상 유지로 인해 한국의 군사혁신 담론을 구성하는 다양한 토픽들이 등장하지 
못하게 했다.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의 경우 크고 작은 군사 분쟁의 경험 및 새로운 
전략 균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군사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토픽들이 등장했다. 그러나 강대
국이 아니며, 안보환경에 큰 변화가 없었던 이스라엘은 군사혁신을 달성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28) 이스라엘의 성공 이면에는 이스라엘의 군사혁신 담론에 내재한 다양한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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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존재할 것이다. 한국도 군사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토픽들이 출현할 수 있는 전문가 집
단의 활발한 군사혁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해외 학술지보다 한국 학술지에 
더 많이 출현하는 토픽의 구성 단어 중 의미 있는 단어는 ‘기술’ 뿐이다. 한국의 중요 토픽이 
기술과 연관된 군사혁신 관념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한국의 군사혁신 담론은 기술결정론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기존연구에서도 한국 군사혁신의 기술결정론적 관점을 경계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29) 기술결정론적 군사혁신 관념은 인간 및 사회와 관련 있는 
다양한 군사혁신 토픽의 출현을 제약하며, 단순화된 군사혁신 관념은 한국의 군사혁신 성공
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전술 및 작전적 수준의 군사혁신 관념을 벗어나 전략 및 국제
정치적 맥락에서 군사혁신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의 군사혁신 담론에는 전략적 수준에서 바
라본 미국과 중국의 군사혁신에 대한 토픽이 덜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과 같은 현상
은 한국의 군사혁신 담론이 전략 및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혁신을 통해 국가 간의 세력균형이 일거에 역전되고 강대국 간 힘의 분포가 매우 빠르
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군사혁신을 전략적 수준 및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분석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연구의 확장성이 있다. 한국 군사혁신 담론의 특수성을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서 집단 간의 토픽 출현 확률을 비교하는 STM을 활용했다. 
문서에 존재하는 시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각 토픽의 출현 확률의 변화
를 통해 군사혁신 담론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유추하는 연구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군사혁신 담론의 진화를 유추하기 위해서는 동적 토픽 모델 기법(DTM: Dynamic Topic 
Model)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30) 한국 군사혁신 담론의 진화와 타국 군사혁신 담론 진화
의 모습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교하는 연구 역시 한국의 국방 분야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28) D. Adamsky, The Culture of Military Innovation: The Impact of Cultural Factors on th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in Russia, the US, and Israel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0); R. D. 
Marcus, “The Israeli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and the Road to the 2006 Lebanon War,” in 
Reassessing th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5), pp. 92-111; 
조한승, “이스라엘의 군사혁신과 혁신국가 전략의 연계,” 『사회과학연구』 제 60집 3호(2021), pp. 247-270; 
정춘일, “이스라엘의 군사혁신과 한국군에의 시사점,” 『전략연구』 28권 1호(2021), pp. 233-276. 

29) 구혜정, “4차 산업혁명시대 한국군의 군사혁신 발전방향,” 『군사연구』 148호(2019), pp. 345-374; 정춘일, “4
차 산업혁명과 한국적 군사혁신,” 『한국군사』 6호(2019), pp. 183-211. 

30) D. M. Blei, & J. D. Lafferty, “A Correlated Topic Model of Science,” The Annals of Applied Statistics 
Vol. 1, No. 1(2007), pp. 17-35; M. E. Roberts, B. M. Stewart, & E. M. Airoldi, “A Model of Text for 
Experimentation in the Social Science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Vol. 111, No. 
515(2016), pp. 98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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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Korean RMA with Structural Topic 
Model Analysis

Sung, Kieun, Seo, Changwon, Cheon, Sik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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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plores a structure of discourse regrading the Korean RMA(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with STM(Structural Topic Model). Analyzing the discourse about the 

RMA has a great implication in terms of military and international politics, as well. To 

this end, we suggest a hypothesis that there exits an unique aspect in the Korean RMA 

comparing to others, due to a distinctive security environment. For testing the theoretical 

proposition, we collected text data from 220 academic articles about the RMA. The STM 

test results strongly support our hypothesis that the RMA discourse structure of South 

Korea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it of all around the world. We found out that a topic 

regarding concept of RMA turns out to more likely appear in the Korean RMA discourse, 

while the topics about the U.S. and Chinese RMA on a strategic and international level 

less likely emerge in it. Our test results provide several important policy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South Korea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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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급변하고 있는 안보환경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 구현을 위해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한국의 상비전력은 평시에 전쟁 억제는 

물론 전시에도 주력으로 운용하고 예비전력은 상비전력을 보조하는 정도로 인식되어 있다. 그 

결과 예비전력은 국방정책에서 항상 후 순위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예비전력 

중 동원전력은 상비전력 수준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수준에 있다.

기존 국방개혁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방의 패러다임 변화와 2차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의 

감소로 국방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예비전력의 정예화는 상비전력을 

감축하면서 그 공백을 예비전력의 역할 확대로 보완하는 동반전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본론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 추진 방향을 살펴본 후 「국방혁신 4.0」 구현을 위한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전략으로 동원전력의 능력 확충, 추가 전투력(부대) 창설 능력 보유, 예비군 자원의 

인력 운용 효율성 제고, 동원집행지원 역량 확보, 동원전력의 획기적인 훈련방법 개선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핵심어 : 국방개혁, 국방혁신 4.0, 상비전력, 예비전력, 동원전력, 예비전력 정예화

요 약

국방연구 2022년 12월
제65권 제4호, pp. 14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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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22년 5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윤석열 정
부의 국방개혁안으로 「국방혁신 4.0」1)이 발표되었으며, 이는 지난 정부의 「국방개혁 2.0」을 
「국방혁신 4.0」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은 22년 연말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주목할 점은 ‘예비전력 정예화’라는 혁신 과제가 현재의 정부에서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다.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예비전력 정예화’의 의미를 예단할 수 없으나 ‘정예화2)’의 사전
적 의미가 ‘능력이 우수하고 일에 기운차게 앞질러 나서게 됨. 또는 그렇게 만듦’으로 정의하
고 있어 ‘상비전력 감축에 의한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전력의 능력을 현재보다 
더욱 강화된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국방혁신 4.0」 추진 시 상비병력의 감축으로 인해 오히려 예비전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예비전력을 상비전력의 보조전력으로 인식하고 국방혁신의 상당 
부분을 상비전력 위주의 과학기술 강군 육성 정책에 치중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예비군 창설 54주년이 지난 현재, 예비전력 정예화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예비군이 
사용할 무기･장비･물자는 아직도 부족하거나 상당수가 구형으로 상비전력과 호환이 되지 
않고 있으며, 동원된 예비군들이 현역 시절에 다뤄본 적이 없는 무기나 장비들을 동원훈련
을 통해 새롭게 숙달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도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보환경에 최적화된 과학기술 
강군 육성 또한 상비전력 위주로 군사력 발전이 추진된다면, 예비전력 정예화의 답보상태는 
더욱 벗어나기 힘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의 균형발전을 통해 상비전력의 보조전력이 아닌 동반전력으
로서 군사적인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의 안보환경에 최적화된 예비전력 정예화가 추
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의 추진과제 중 하나인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포함하여 예비전력의 역할 이론(보조 전력론, 동

1) 「국방혁신 4.0」의 의미 : 4차 산업혁명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국방을 창출하는 상징적인 의미이자, 창군이래 국방
의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4번째 계획임. 4번째 계획이라 함은 장기 국방태세 발전방향 연구(818계획, ‘80년
대 ) → 5개년 국방발전계획(’90년대) → 국방개혁(‘00년대) → 국방혁신(’20년대)임. 2020. 8.10 대한민국 국방
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립 가속화 보도자료

2) 정예화,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 (검색일: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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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전력론, 핵심 전력론, 필수 전력론)에 대한 외국(중국, 미국, 이스라엘, 스위스)의 주요사
례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며 이를 기초로 「국방혁신 4.0」 
구현을 위한 예비전력에 정예화 추진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예비전력 개념

총체전력(總體戰力)3)은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사용 가능한 상비전력과 동원전력의 총합’
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원전력(動員戰力)은 ‘예비전력 중의 일부가 국가 위기사태 시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동원 절차에 의해 전력화되는 것’4)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러한 동원전력에는 예비군, 
민방위대, 동원편성이 완료된 자산, 산업 및 과학기술 등 필요에 따라 군사력을 보완하고 
보충해주는 자산 등이 포함된다.

또한, 예비전력(豫備戰力)5)은 상비전력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국가 잠재력을 전력화함으로
써 생성되는 군사력을 말하며, 전시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전･평시 지역방위를 
위한 인적･물적 능력을 포함한다. 이러한 예비전력에는 예비군, 민방위대, 전쟁 예비재고 등
이 포함된다.

즉, 예비전력과 동원전력이 용어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의아해할 수 있는데, 예비전력
은 상태적 의미를, 동원전력은 행동적 의미를 담고 있어 사실상은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총체전력의 범주에 예비전력이 아닌 동원전력을 포함하고 있고, 군사력의 범주에는 동원전
력이 아닌 예비전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예비전력과 동원전력의 공통 범주에는 예비군과 민
방위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 결국, ‘예비전력=동원전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앞서 동원전력의 개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원전력은 예비전력 중의 일부가 동
원 절차에 의해 전력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전력이라는 큰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군사력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국력의 일부로서 군사작전을 수행

3) 총체전력,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https://ko.dict.naver.com (검색일: 2022. 10. 6).

4) 윤진영, 이세영.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예비전력 혁신적 개선방안 고찰.” 『한국군사학논총』 제8집 제2권
(2022), p. 82.

5) 국방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개정 2020. 2. 19).



148 ❚ 국방연구 65 ‒ 4

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다. 이러한 군사력은 상비전력+예비전력+연합전력으로 구성된
다.6) 이처럼 군사력의 범주에도 상비전력, 연합전력과 함께 예비전력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비전력은 한 국가의 총체전력의 일부인 동원전력이며 상비전력과 함께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군사력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겠다.

2. 예비전력 역할 이론

예비전력의 역할에 관한 이론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조 전력론, 동반 전력론, 
핵심 전력론, 필수 전력론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국가는 중국, 미국, 이스라
엘, 스위스를 들 수 있다.7)

<표 1> 예비전력 역할 이론

구 분 예비전력의 역할 사례 국가

보조 전력론
전쟁이 발발하면 상비전력이 주요전력으로 운용되고 예비전력은 상비전력에 

대한 증편 및 창설 소요 충족이나 손실이 발생할 시 보충해주는 역할 수행
중국, 한국

동반 전력론 상비전력을 감축하면서 그 공백을 예비전력의 역할 확대로 보완  미국

핵심 전력론
상비전력은 평시 억제력 및 응징 보복력, 전쟁 초기 대응력 등의 역할을 하고 

전쟁이 발발하면 예비전력이 동원되어 전쟁 승리의 주역으로 역할 수행
이스라엘

필수 전력론
평시에는 소규모의 상비전력을 보유하면서 예비전력은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

을 수행하고 전쟁 발발 시에는 예비전력이 주요전력으로 역할 수행
스위스

 ※ 출처: 이원희. “예비전력의 이론과 실제,” (2015)을 바탕으로 연구자의 관점에서 재정리함.

첫 번째, 보조 전력론이다. 보조 전력론은 전쟁이 발발하면 상비전력을 주요전력으로 운용
하고 예비전력은 상비전력에 대한 증편이나 창설 소요를 충족시키고 손실이 발생할 때 이를 
보충해주는 역할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나라는 중국이다.8)

중국은 의무병역제(징병제)를 기본으로 하되 자원병역제(모병제)를 혼합 운영하고 있으며, 
예비전력으로는 예비역과 민병을 상호 결합한 병역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상비군은 2020년 
기준 203.5만 명, 예비군은 2022년 기준 약 185만 명에 달한다.

중국 예비군제도의 특징은 예비역부대와 민병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예비역부대는 다른 

6) 육군교육사령부, 『군사용어 사전』 (2010), p. 238.

7) 이원희. 『예비전력의 이론과 실제』 (대전: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pp. 28-29.

8) 이세영. 『예비전력과 동원』 (대전: 충남대학교, 2009), pp. 37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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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예비군과 똑같이 현역에서 퇴역하면 예비역으로 전환되어 평시에는 민간인으로 지내
다가 일정 기간마다 훈련 소집령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 다만 민병은 미국처럼 현역
을 거치지 않고 예비군으로 바로 입대할 수 있다.9)

중국의 예비전력은 절대다수가 육군 소속으로 알려져 있으나 예비전력의 정확한 통계는 
공개되고 있지 않다. 중국이 이처럼 전쟁이 발발하면 상비전력을 주요전력으로 운용하고 예
비전력은 상비전력에 대한 증편 및 창설 소요 충족이나 손실이 발생할 시 보충해주는 역할
을 하는 것은 병역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구가 그만큼 충족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동반 전력론이다. 동반 전력론은 상비전력을 감축하면서 그 공백을 예비전력의 역할 
확대로 보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10)

미국은 모병제 국가로 상비군은 137만 명, 예비군은 80만 명에 달한다. 미국 예비군제도
의 특징은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전역한 인원을 대상으로 예비군을 편성하는 대다수의 징병
제 국가들과 달리 현역에서 제대하여 예비군으로 편성되는 병력도 있지만, 처음부터 현역을 
거치지 않고 “예비역(Reserve)”으로서 입대할 수도 있다. 다만 예비역이라도 현역 전환이 
가능하고 파병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현역과 예비역으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으며 예비
역에서 진급한 계급도 현역에서 유효하다.11)

미국이 이처럼 예비전력을 상비전력의 동반전력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배경에는 전･평시에
도 예비전력을 상비전력에 버금가는 무기와 장비･물자로 편성하고 상비전력 수준의 전투력
을 유지하면서 세계 각국의 분쟁지역에 예비전력을 파병하고 전쟁에도 참여하기 때문이다.

셋째, 핵심 전력론이다. 핵심 전력론은 상비전력이 평시에는 전쟁 억제와 응징 보복, 전쟁 
초기 대응 등의 역할을 하고 전쟁이 발발하면 예비전력을 동원하여 예비전력이 전쟁 승리의 
주역으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나라는 이스라엘이다.12)

이스라엘은 징병제 국가로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서 예비군을 운영한다. 총인구가 780만 
명에 불과해 상비군이 총 17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방위 위협이 상존하기 때문
에 약 45만에 달하는 예비전력이 이스라엘군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스라엘 예비군제도의 특징은 함께 징집된 인원들로 부대를 편성하며, 의무 복무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 부대가 편성 그 자체로 예비군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함께 현역 생활을 같이
한 인원들인 만큼 매번 소집 때마다 기초훈련을 다시 할 필요가 없어 부대 특성에 맞춰 전문

9) 중국 개황, “외교부,” http://terms.naver.com (검색일: 2022. 9. 28).

10) 이세영(2009), pp. 374-375.

11) 예비군, “나무위키,” https://namu.wiki (검색일: 2022. 9. 28).

12) 이세영(2009), pp. 37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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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훈련을 할 수 있다.
이처럼 30년 이상 현역에서 예비역이 되어서도 부대원들이 교육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예비군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다.13) 또한, 이러한 예비전력이 동원 즉시 전투부대
를 편성하여 군의 핵심전력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무기와 장비･물자를 100% 보유하
고 있으며 최상의 상태로 관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필수 전력론이다. 필수 전력론은 평시에는 소규모의 상비전력을 보유하면서 
예비전력은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전쟁 발발 시에는 예비전력이 주요전력으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대표적인 나라는 스위스다.14)

스위스는 징병제 국가로 상비군은 2만 천명에 불과하고 예비군은 21만 8천 명에 달한다. 
이처럼 스위스는 현실적으로 안보에 위협을 주는 특정 국가나 세력이 없어 무장중립정책을 
견지하면서 평시 상비전력을 소규모로 보유하고 있고 예비전력인 민병군은 평시에는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원 이후에는 주요전력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15)

<표 2> 2022년 현역군인 + 예비군 합계 순위

(단위: 명)

순 위 국 가 현역군인 예비군 계

1 베트남 482,000 5,000,000 5,482,000 

2 대한민국 599,000 3,100,000 3,699,000 

3 중국 2,185,000 1,170,000 3,355,000 

4 러시아 1,014,000 2,000,000 3,014,000 

5 인도 1,455,550 1,155,000 2,610,550 

6 미국 1,388,100 844,950 2,233,050 

7 북한 1,280,000 600,000 1,880,000 

8 대만 163,000 1,657,000 1,820,000 

9 브라질 366,500 1,340,000 1,706,500 

10 파키스탄  654,000 550,000 1,204,000 

※ 출처: Global Fire power (GFP). Military Size by Country 2022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정리함

<표 2>는 미국의 전 세계 군사력 평가 기업 Global Fire power (GFP)에서 매년 발표하
는 세계 군사력 순위 중 현역군인과 예비군의 합계 순위로 현역군인에 예비군을 포함할 경

13) 이스라엘 개황, “외교부,”http://www.mofa.go.kr (검색일: 2022. 9. 28).

14) 이세영(2009), pp. 374-375.

15) 김용빈. “강소국의 국방정책 사례 비교 분석: 한국, 스위스, 이스라엘의 예비전력 중심으로.” 『한국행 정사학지』  
제35호(2014),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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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가장 많은 상위 10개 국가는 베트남, 대한민국, 중국, 러시아, 인도, 미국, 북한, 대만, 
브라질, 파키스탄 순으로써 우리나라는 2위를 기록하고 있어 예비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
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현재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인구절벽으로 인해 그마저도 상비군 감
축과 연계하여 예비군도 대폭 줄일 계획에 있다. 문제는 규모를 줄인다고 해서 군을 정예화
할 수는 없으며, 반대로 규모가 크다고 해서 군사력이 높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앞서 언급한 미국, 이스라엘은 상비전력을 감축하면서 예비전력에 대한 실질적인 정예화
에 노력을 기울려 왔다. 그 결과 예비전력이지만 상비전력에 버금가는 전투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우리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3. 예비전력 역할 이론 관점에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미사일
로 공습하고 지상군을 투입하면서 시작된 양국의 전쟁으로 2021년 10월 러시아가 우크라
이나 국경에 대규모 병력을 집중시키면서 고조된 양국의 위기는 결국 전면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16)

2022년 9월 21일 러시아는 전쟁이 시작된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02만여 명의 상비
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예비군을 대상으로 부분적 동원령을 내렸다.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승리와 계속되는 병력 및 장비의 손실 속에서 수년 동안 제복을 입지 않은 전체 예비
군 2,500만 명 중 예비군 30만 명을 보충 훈련 없이 전투에 투입하고 있다.17)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시작되고 개전 9시간여 만에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 인근까지 진격
하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즉시 키이우와 주요 도시에 국가 총동원령을 선포했다. 
우크라이나의 정규군은 13만 명, 예비군은 1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한 2022년 2월 11일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예비군과 의용군 수를 150만 명에서 200만
으로 증가시켜 러시아와 전쟁 중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 우크라이나 예비군은 전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으나 8년간의 
돈바스 전쟁으로 실전 경험이 풍부하며 우크라이나의 민병 조직의 경우에는 미국 그린베레
의 훈련 지도를 꾸준히 받아오는 등 상당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18)

16)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네이버,” https://terms.naver.com (검색일: 2022. 9. 27). 

17) “수세 몰린 푸틴, 2차대전 후 첫 동원령..모든 수단 쓸 것.” 『연합뉴스』 (2022. 9. 21).

18) 우크라이나 국토방위군, “나무위키,” https://namu.wiki (검색일: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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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예비전력의 역할 이론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는 상비전력이 
주요전력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전체 예비군 2,500만 명 중 예비군 30만 명을 부분적으로 
동원하여 상비전력을 보충한 것으로 볼 때 예비전력을 보조전력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소수의 상비전력을 보유한 우크라이나는 13만 명의 상비전력은 러시아와의 전쟁 초
기 대응력에 주력하고 국가 총동원령 선포를 통해 100만 명의 예비군에서 200만으로 증가
시켜 예비전력을 총동원함으로써 국가 총력전을 수행하고 있어 우크라이나는 예비전력을 전
쟁 승리의 핵심전력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군사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쟁 승
리의 핵심전력으로 상비전력이 아닌 예비전력 중심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부분은 상비전력 규모를 대폭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국방 현실
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고, 예비전력이 국가 총력전 수행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우크라이나가 예비전력을 핵심전력으로 운용하면서 국가 총력전을 수행하고 있음을 타산지석
(他山之石)으로 삼아, 우리 역시 전쟁이 발발하면 국가 총력전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안보적 
현실을 고려하여 이제는 예비전력에 역할에 대한 관점전환을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었다.

더불어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시대적인 변화, 현존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 주변
국의 잠재적 위협 등을 동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예비전력의 역할에 대한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4. 선행연구 고찰

예비전력의 역할론과 연계하여 한국의 예비전력 정예화를 주장한 문헌 및 사례 등 선행연
구물들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강용구, 김태성(한국동북아논총 제24집 제3호, 2019년)은 “한국군 예비전력의 정예
화 추진평가와 미래지향적 정책 방향”을 통해 예비군 무장의 실전적인 현대화를 통해 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현역이 사용하던 구형 장비와 도태 장비를 예비군에게 관리 
전환하는 개념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동원 위주 부대인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대의 무장 현대화를 우선으로 추진하여 동
원 즉응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예비군 훈련의 혁신적인 방안으로 충분한 훈련시간과 
훈련여건 보장, 그리고 현역과 연계한 부대 증･창설 절차 훈련과 작전계획 시행훈련이 숙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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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하는 등 미래지향적 예비전력정책 발전을 주장하였다.19)

이는 현재의 예비군 훈련체제에 관한 실용적인 연구로서 예비군 훈련에 대한 의미 있는 
분석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정일성(국방연구 제65권 제1호, 2022년)은 “총체전력으로서 예비전력 강화 방
안 연구: 동원사단을 중심으로”를 통해 동원사단이 미래 상비전력의 전시 부족 전력을 대체
할 수 있는 부대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원여단 및 대대가 상비군과 배합 및 
편조할 수 있는 작전적 융통성이 탁월한 부대구조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동원사단 전력은 상비전력과 대등한 수준이 전제되어야 하며, 전시에 동원사단이 전
쟁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가는 편제 장비 및 물자의 현대화와 훈련관리체계의 정상화에 달
려있다고 주장하였다.20)

이는 총체전력으로서 예비전력이 상비전력과 대등한 수준으로 무기･장비･물자가 전력화
가 필요하며 상비전력과 동반전력의 역할을 위해 예비전력의 정예화가 필요하다는 본 논문
과의 주장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윤진영, 이세영(한국군사학논총 제8집 제2권, 2019년)은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예비전력 정예화 혁신적 개선방안 고찰”을 통해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방안으로 동원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예비군 편성 및 운용 규모 단계적 조정, 예비군 편성 최적화와 전시 동원집행 
실효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현재 시행 중인 비상근 복무제도 확대와 상근 복무제도를 
조기에 시행함으로써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를 더욱 확대하고 과학화된 예비군 훈련체계로 
개선하여 상비전력 수준의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1)

마지막으로, 강용구, 이환철, 정진섭(한국군사 제11호, 2022년)은 “미래 육군의 예비전력 
부대구조 개편 방안 연구”를 통해 상비전력이 지속적인 개혁으로 강군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과 달리 예비전력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예비전력 부대 규모(수)의 최
적화와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부대구조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22) 이는 개
전 초기 필수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동원사단의 평시 부대구조 및 편성을 조정해야 
한다는 유의미한 주장으로 볼 수 있다.

19) 강용구, 김태성. “한국군 예비전력의 정예화 추진평가와 미래지향적 정책방향: 「국방개혁 2.0」 예비 전력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24집 제3호(2019), pp. 32-56.

20) 정일성. “총체전력으로서 예비전력 강화 방안 연구: 동원사단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65권 제1호(2022), 
pp. 175-199.

21) 윤진영, 이세영(2019), pp. 77-105.

22) 강용구, 이환철, 정진섭. “미래 육군의 예비전력 부대구조 개편 방안 연구.” 『한국군사』 제11호(2022), pp. 
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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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예비전력의 정예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다수 있지만, 예비전력의 궁극적인 목적
에 대한 연구 즉, 총체전력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역할을 지향했던 연구나 한국의 안보 상황
과 변화하는 국방환경에서 추구해야 할 한국적인 예비전력의 역할 이론에 대한 새로운 관점
을 가지고 연구한 사례는 다소 소홀했거나 관심이 저조했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비전력의 역할을 한국이 처해 있는 사실적인 시각으로 여러 나라의 
다양한 예비전력 역할 이론을 분석하여 한국의 시대적 상황에 맞는 예비전력의 역할에 대한 
학술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5. 분석 및 시사점

지금까지 예비전력의 개념과 예비전력의 역할 이론 관점에서 4개 국가의 예비전력의 역할, 
예비전력 역할 이론 관점에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선행연구 사례를 살펴보았다.

중국･미국･이스라엘･스위스 등 4개국과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 예비전력의 역
할 이론 관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마다 예비전력의 역할은 자국이 처한 안보 상황과 
국력, 군사력에 따라 예비전력을 운용하는 형태가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예비전력은 예비전력의 역할 이론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상비전력의 보조전력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전쟁이 발발하면 상비전력을 주요전력으로 운용하고 예비전력은 
상비전력에 대한 증편 및 창설 소요를 충족시키고 병력･무기･장비･물자의 손실이 발생할 
때 이를 보충해주는 역할이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상비전력 위주의 국방개혁이라는 그늘
에 가려 예비전력의 발전은 늘 후 순위에 머물러 있었다.

이제는 이러한 보조전력 관점에서 벗어나 과감한 관점전환이 필요하다. 미국의 사례처럼 
상비전력을 감축하면서 발생한 공백을 예비전력의 역할 확대로 보완하여 상비전력의 동반전
력으로 운용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의 사례처럼 평시에는 상비전력을 초기 
대응전력으로 운용하다가 전쟁이 발발하면 국가 총동원령을 통해 예비전력을 핵심전력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

결국, 한국의 예비전력의 역할은 여러 여건을 고려했을 때 상비전력의 보조전력 관점이 
아닌 동반전력 또는 핵심전력의 관점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예비전력의 역할을 동반전력이나 핵심전력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의 현
재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미국이 예비전력을 
상비전력의 동반전력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전･평시에도 예비전력을 상비전력에 대등한 
무기와 장비･물자로 편성하고 상비전력 수준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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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국과 유사한 안보 상황에서 1960년대부터 이미 장기적인 ‘정예 예비군’ 육성을 통해 
예비전력이 상비전력에 버금가는 무기･장비･물자의 보유와 숙련도를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상비전력은 평시 억제력 및 응징 보복력, 전쟁 초기 대응력에 주력하고 전쟁이 발발하면 예
비전력이 동원되어 전쟁 승리의 핵심전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예비전력 정예화’를 시작한 나머지 정예화의 역사
가 짧고, 획기적인 국방정책에 대한 개혁 의지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과감한 예산 투자 등
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비전력의 동반전력이나 핵심전력으로 역할을 지금 당장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먼저 예비전력의 역할에 대한 관점의 변화,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특히, 선행연구 사례처럼 <표 3>과 같이 예비전력을 연구하는 학자들 대부분이 상비전력
과 대등한 수준으로 동원전력의 무기･장비･물자 현대화, 예비군 훈련 혁신, 동원전력의 부대
구조 발전, 동원집행 실효성 등의 예비전력 정예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지만, 정작 예비전력
이 상비전력의 동반전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역할론적 관점에서의 연구와 정책적 설
득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에 부합하는 예비전력의 역할 이론의 관점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점
이 생긴다. 예비전력의 역할 이론은 국가마다 처한 안보 상황과 국력, 군사력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어 단순히 ‘이게 좋고 저건 우리에게 맞지 않아!’ 식으로 단정할 수 없는 문제다.

이제는 한국이 당면한 안보 상황과 출산율로 인한 상비전력 감축과 예비군 자원이 감소하
고 있는 상황에서 상비전력을 감축하면서 그 공백을 예비전력의 역할 확대로 보완했던 미국
의 사례처럼 동반 전력론의 관점이 가장 최선의 방책이라고 본다.

따라서 예비전력이 상비전력의 보조전력이라는 관점에서 과감히 벗어나 동반전력으로 역
할 확대, 즉, 예비전력이 상비전력과 대등한 수준에서 전쟁 수행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비전력과 균형 있는 동반 성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동반 성장을 위해서는 예비전력의 역할 확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 국민적 공감대 
형성, 과감한 국방비 투자 등의 정책적 결정이 먼저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상비전력과 대등한 수준에서의 전쟁 수행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상비전
력의 동반전력으로서 역할 확대를 위해 이를 과제화하여 도출해 본다면 첫 번째는 동원전력
의 능력이 확충이고 두 번째는 동원전력이 추가적인 전투력(부대)을 창출시킬 수 있는 능력
을 보유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예비군 자원의 인력 운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네 
번째는 동원집행23)지원에 대한 역량 확보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동원전력의 획기적인 훈
련방법 개선 등 5가지로 축약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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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예비전력 정예화 선행연구 요약

구 분 예비전력 정예화 개념 예비전력 정예화 주장

강용구, 김태성
• 구형/도태 장비를 예비군에게 관리 전환하는 

개념 탈피
• 동원사단, 동원보충대대 무장 현대화

정일성 • 동원사단 전력 상비전력과 대등한 수준이 전제
• 동원사단 무기체계, 장비･물자 현대화

• 동원사단의 훈련관리체계 정상화

윤진영, 이세영 • 상비전력 수준의 예비전력 정예화
• 전시 동원집행 실효성 향상

• 평시복무 예비군제도 확대

강용구, 이환철, 

정진섭

•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예비전력 부대구

조 개편
• 동원사단의 평시 부대구조 및 편성 조정

※ 출처: 선행 연구자료를 연구자가 요약 정리함.

Ⅲ. 「국방혁신 4.0」 구현을 위한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전략

1.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 추진 방향 

2006년부터 시작된 국방개혁과 함께 예비전력 정예화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함께 변화
를 거듭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마다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
해 다양한 국방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예비전력이 상비전력의 동반전력으로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표 4> 역대 정부의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현황

23) 현재는 국방부 및 각(육) 군 본부가 정책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원집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구 분 안보환경 개혁중점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 중점(평가)

노무현 정부 

(국방개혁 

2020)

• 북한 군사위협 점진적 감소

• 잠재적/비군사적 위협 점증

• 국방운영 문민기반 확대

• 현대전 양상에 부합된 군구조

/  전략체계 구축

• 저비용/고효율 국방관리 체계

• 동원기본법 제정(○)

• 예비전력 전담조직 보완(△)

• 예비군훈련유형 단순화/훈련

장 설치(△)

이명박 정부 

(국방개혁 

2009-2020

2012-2030)

• 북한 군사위협 지속

  (핵/미사일 위협)

• 잠재적/비군사적 위협 점증

• 적극적 대북 억제전략 구현

• 전작권전환 대비 합동/연합

작전  지휘/수행능력 강화

• 접적부대 병력구조 개선

• 전투형 군대 육성/합동성 강화

• 부분동원제도 반영(○)

• 정밀보충대대 창설(○)

• 동원지원단, 예비군훈련대 창설(○)

• 2개 권역 광역화 관리(△)

• 예비역간부 비상근 복무제도 도입(○)

• 향방예비군 장비/물자 확보(△)

•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설치(△)



｢국방혁신 4.0｣ 구현을 위한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전략 ❚157

  ※ 출처: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정리함.

국방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참여정부 시기인 2006년이다. 이때 「국방개혁 202
0」이 발표되면서 상비전력 위주의 전력 보강이 대폭 이루어졌으며 현재도 점증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추진한 「국방개혁 307 계획」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
진해오던 「국방개혁 2020」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해 전면적 보완을 
거쳐 추진한 국방개혁안이다.

이 개혁안은 북한에 의한 직접적인 무력 도발에 대비한 전력 보강이 우선하여 추진되었으
며 본격적인 예비전력 정예화를 도모하기 시작한 것은 충무 3종 사태 시 ‘부분 동원’ 가능한 
법률이 제정(’11년)되면서부터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발표
되면서 예비전력을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하기 위해 동원예비군을 권역화하여 관리(’12년)
하고 여단 단위로 과학화된 훈련장 설치를 착수(’14년)하는 등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초석
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국방개혁 2.0」이 추진되면서 부대 수 감소와 병력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을 방지하고 개전 초기 동원 긴요 전력의 안정적인 창설을 위해 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
(’18년)하는 등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위한 추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 국방부는 지난 2022년 7월 국방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혁신 4.0 추진단’을 
발족하여 기본개념을 구상한 이후, 동년 8월에는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의 
과제들을 검토하기 위한 「국방혁신 4.0」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현 정부의 국방개혁안인 「국방혁신 4.0」의 추진 필요성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혁신적 발전에 따른 국방 및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등 군사 선진국들은 첨단과학 기술 기반의 군사혁신으로 
이미 전환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것과 우주･사이버･전자기 등으로 전장 영역이 확대되고 
정보전에서 지능화 전으로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는 평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구 분 안보환경 개혁중점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 중점(평가)

박근혜 정부 

(국방개혁 

2014-2030 

수정1호)

• 북한 군사위협 지속

 (핵/미사일 위협)

• 잠재적/비군사적 위협 점증

•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조직

/ 전력 우선보강

• 지상군 부대구조 조정

• 국직 동원집행기구 설치(△)

• 부대단위 집단보충체계 정착(○)

• 향방예비군 장비/물자 확보(△)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2.0) 

• 북한 군사위협 감소

• 잠재적/비군사적 위협 점증

• 한미동맹 기반, 한국군 주도 

지휘 체계 전환

• 효율적 부대구조 개편

• 첨단과학기술 중심 전력개편

• 예비역간부 비상근 복무 제도 

확대(△)

•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설치(△)

•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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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2차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로 국방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
이다. 국방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0세 남자 인구는 2021년 기준으로 29.0만 명이며 
2035년에는 22.7만 명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2040년에는 13.5만 명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셋째, 기존 국방개혁의 한계를 극복하고 AI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포함한 첨단전력 중
심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는 기존의 국방개혁은 병력 및 부대 수 감축 등 양
적인 분야에서 경량화를 추구했지만, 점진적･단계적 계획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첨단과학 기
술과의 접목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국방혁신 4.0」 추진 방향은 5대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중 예비전력 정예
화는 군 구조 및 운영 최적화 분야의 3개의 과제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전력 정예화에 대한 세부과제 수립은 현재 안보실과 국
방부 중심으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상비전력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방운영 분야
에 첨단과학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추진전략으로 볼 때 상비전력과 
연계하여 예비전력 정예화 또한 고효율의 국방체계로의 개선과 미래 병력자원 감소에 효과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의 구체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국방혁신 4.0」 5대 추진 분야

※ 출처: 대한민국 국방부 보도자료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립 가속화(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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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예비전력 정예화 또한 국방혁신 중 1개의 과제로만 포함
되어 있어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과제가 무엇이며, 어떠한 방향인지 예단할 수는 없어 
더욱 구체화가 필요하다. 예비전력 정예화를 현 정부의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낼 수 없기에 중･장기적 목표와 추진 방향을 먼저 수립한 이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이다.

2. 「국방혁신 4.0」 구현을 위한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전략

기존 국방개혁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방의 패러다임 변화와 2차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의 감소로 국방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예비전력의 정예화는 상비전
력을 감축하면서 그 공백을 예비전력의 역할 확대로 보완하는 동반전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국방혁신 4.0」 구현을 위한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전략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가. 동원전력 능력 확충

한국군은 상당수의 동원전력이 보충되어야 전쟁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동원전력의 비중이 
매우 크다. 하지만, 상비전력과 동원전력 간의 불완전성이 심화하고 있고 무기체계의 불균형
으로 인해 상비전력과 동원전력 간의 상호 호환성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근간의 국방개
혁으로 상비전력은 강군으로 거듭나고 있지만, 동원전력은 보유량 부족과 무기･장비･물자의 
노후화 등 정상적인 전투력 발휘가 어려울 정도로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방개혁 및 군 구조 개선을 추진하면서 이미 여러 개의 부대가 개편 및 해체되기
도 하였다. 특히, 동원사단의 경우는 현재는 수 개의 사단만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방
혁신 4.0」을 추진하면서 부대의 기동성이나 화력, 정보수집 수단 등을 개선하고 첨단 무기체
계의 전력화를 통해 작전능력이 확대되겠지만, 이러한 개선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따라서 
개전초기 동원전력이 상비전력과 동반전력으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
래와 같이 동원전력의 획기적인 능력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래 동원전력에 대한 운용개념이 먼저 정립되어야 한다. 이는 미래 동원전력에 요
구되는 능력이 무엇이며 어떠한 모습으로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운용개념 정립 없이는 정부
가 추진하고자 하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비전력과 
동원전력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 동원전력 운용개념 정립이 시급하다. 

둘째, 개전초기 동원전력이 상비전력과 동반전력으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비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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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초기 전투에 직접 참여하는 수 개의 동원사단을 
조기에 동원하여 즉각적인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상비전력과 상호운용 및 호환을 할 수 
있는 무기･장비･물자로 현대화하여야 한다.

동원전력의 무기･장비･물자의 노후화 지속과 보유량의 부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동
원된 예비군들이 현역 시절보다 오히려 숙련도가 요구되는 낡은 장비를 운용해야 하는 현재
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방군단을 직접 지원하는 동원전력에 대해서 전력화 시
기를 우선으로 조정하여 동원전력의 능력을 현재보다 확충한다면 무기체계의 불균형으로 인
한 상호 호환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추가적인 전투력(부대) 창출 능력 보유

미래에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제27조, 예비전력 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①항 “국가는 
예비군 조직을 정비하고 훈련체계를 개선하며, 무기･장비 및 전투 예비물자를 현대화하여 
상비병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정예화된 예비전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예비군이 현역을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서 현역을 대체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예비전력의 역할은 점점 확대되어 정규작전의 경우 전투 임무, 군수지원 
업무, 그리고 후방지역작전, 경계 및 치안 임무 등을 담당하고, 정규작전 이후 안정화 작전과 
사회재건 작전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신종 위협(특히 사이버전)에 대해서는 예비전력의 역할이 커질 수 있어 그 역할에 
맞게 기능, 구성, 조직, 체계, 무장, 동원 방법 및 절차, 훈련, 보상책 등도 마련하여야 한다. 
이처럼 예비전력의 임무 및 역할이 갈수록 다양해지면, 임무에 따라 조직구성 및 운영 방법
도 다양화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불확실한 미래 전장 환경에 직면한 우리 군에게 상비전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
분이 점진적으로 수면 위로 떠 오를 것이다. 따라서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전투
력(부대) 창출 소요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동원전력사령부의 증･창설 대상 부대는 전시 증편되어 전방군단으로 전환되
는 동원사단, 전시 창설되어 전방부대로 투입될 동원보충대대, 전국 각지에서 소집되는 예비
군을 전투부대로 호송하는 동원자원 호송단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부대가 국가 차원의 
전쟁지속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창설 대상 부대에 추가하여 다양한 부대의 창설도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창설 능력 또한 갖춰야 한다. 

첫째, 상비전력이 ‘여단 중심 부대구조’ 개념에 따라 부대구조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
에 발맞춰 동원사단의 부대구조도 편제와 편성을 조정하고, 장비와 물자 또한 상비전력 수



｢국방혁신 4.0｣ 구현을 위한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전략 ❚161

준으로 전력화를 추진하는 등 작전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동원사단은 사단 사령부, 병과별 훈련단, 창설 지원단으로 평시 부대구조를 단순화

하여 여단 전투지휘훈련, 병과별 대대단위훈련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단 사령부는 작전계획 수립 및 검증, 전투지휘능력 숙달, 예속된 
훈련단  및 창설지원단을 지휘할 수 있도록 C2(지휘소) 위주의 참모부와 이를 지원하는 본
부대로 편성하고 병과별 훈련단은 여단의 전투지휘훈련과 병과별 대대 동원훈련을 전담하여 
모듈형 대대에 요구되는 표준화된 훈련목표를 숙달하는 조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창설지
원단은 전시 창설할 대대의 장비 및 물자를 관리하고 동종장비의 통합관리로 정비와 관리 
소요를 최적화시켜야 할 것이다.

다. 예비군 자원의 인력 운용 효율성 제고 

최근 결혼을 꺼리거나 한 가족당 1명의 자녀 출산 등 저출산 사회현상의 고착화로 인한 
절벽의 인구 감소는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 
병역제도 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표 5> 연도별 20세 남자 인구 추계(단위: 명)

연 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중위 추계 273,734 254,137 252,358 235,733 231,474 240.695 254.641

연 도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중위 추계 237,776 234,763 252,330 248,126 242,488 228,543 232,443

연 도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중위 추계 225,800 204,120 184,710 170,491 155,268 145,301 138,727

※ 출처: 통계청(https://kosis.kr/statHtml.do). “20세 남자 인구 중위 추계”(검색일: 2022. 9. 20)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른 병역대상자 감소 추세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의 20세 남자 인구는 2022년 기준으로 27.0만 명이며 2037년부터는 20만 명 이하로 급격
히 감소하고 2040년에는 15만 명 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한다. 즉, 병역 가용자원의 수
는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현역입영 대상자 가운데 대체복무와 전환복
무 제도 폐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입대 자원 감소에 따라 상비병력 규모를 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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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줄인다는 국방개혁을 추진 중이다.
또한, 연간 병력 교체율이 높은 수준에 달하는 열악한 병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 

복무자의 비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대대급 이하 부대의 보직률을 향상하고 편성도 보
강하는 추세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다음과 같이 예비군 자원의 인력 운용에 대한 효율성
도 제고되어야 한다. 

첫째, 국방부의 병력구조 개선과 연계하여 우수한 인력 자원 확보를 위해 현역 입영 대상
자 가운데 대체복무와 전환복무 제도의 폐지 계획은 정상 추진되어야 한다. 

<표 6>은 2019년 11월에 2002년부터 여러 차례 논의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대체복
무 배정 인원 감축 방안이 2019년 11월에 정부의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되면서 단계별로 대체복무 인원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2023년부터 매년 2∼3만 명의 현역 입영자가 부족함에 따라 현역과 예비군 자원의 감소
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대체복무와 전환복무 제도가 전면 폐지될 수 있도록 추동력을 유
지해야 할 것이다.

<표 6> 병역 대체복무 구분

※ 출처: 병역 대체복무 구분/이미지=대한민국 정부(2019). “병역 대체복무 구분”(검색일: 2022. 9. 25)

둘째, 입영자원과 예비군 자원의 감소가 현역과 예비군 자원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시 복무예비군제도24)와 연계하여 우수한 

24) 평시 편성률이 낮은 동원 위주 부대의 간부 공백을 보강하고, 전시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해 평시부터 예비군 간
부를 상비･비상근으로 구분하여 군에 복무하는 제도이다. 비상근은 대대급 이하 제대의 지휘관(자), 참모 직위
로서 소부대 전투기술 능력을 갖추고 전투장비 / 물자관리 등의 임무를 연 30일 이내 범위에서 수행하고, 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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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간부 확보와 적재적소 활용을 위해서는 간부예비군에 대한 지정･관리 권한도 동원전
력사령부에서 보유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원사단의 전 ･ 평시의 임무 수행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역과 예비
역, 군무원 등을 혼합 편성하여 부대 전투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먼저 사단 참모부는 전 ･
평시 작전계획발전, 예하 부대 통제를 고려하여 현역 편성률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여단급 
이하 제대는 평시에는 대대단위 훈련과 전시 임무수행, 장비 및 물자관리 여건 등을 고려하
여 평시 복무예비군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상근 및 비상근예비역 간부를 보직하여 활용해야 
한다. 또한, 군무원은 사단급 제대의 행정 및 정보통신, 군수 기능의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직위에 활용하여야 한다.

라. 동원집행지원 역량 확보 

병력 동원의 동원집행지원 절차에 따르면 동원령이 선포되면 동원예비군은 집결지로 지정
된 장소에 일시에 집결해야 한다. 집결지에서는 지방병무(지)청의 병력 동원집행관25)이 위
치하여 인원을 확인한 뒤 이를 군부대에 인계하고 있다. 현재 지방병무(지)청의 병력 동원집
행관의 상당수는 비전문 인원이다. 평시에는 주목받을 이유가 별로 없겠으나 전시라면 상황
이 달라질 것이다.

또한, 군부대의 병력 동원 인수 시에도 중앙에서 통제가 미약한 가운데 각급 부대별로 하
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 더욱이 현재 동원전력사령부는 동원령 선포 이후 특정 시간이 
지나면 호송 작전 임무 외에는 별다른 임무가 없어 추가 임무 부여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더불어 한반도에서 전쟁이 장기화되면 지역방위사단은 안정화사단 창설 준비
와 아울러 후방지역작전을 수행하고 있어 그 시기에 병력 동원 인수에 역량을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전문적으로 동원집행지원을 담당하는 새로운 구조로 조정하여 예상되
는 동원집행지원 소요에 대한 동원집행지원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첫째, 동원전력사령부를 동원집행지원 전담기구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방부 및 각 군 본부가 정책기능을 수행하면서 집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의 정책기능과 동원집행 기능을 분리하여 동원집행 기능은 

은 연대급 이상 제대의 지휘관 및 참모 직위로서 작전계획 분야 발전 등 전투 준비태세 관련 임무를 연 200일 
이내 범위에서 수행한다.

25) 동원병력을 군부대에 인도, 인접하기 위하여 편성된 집행 요원으로 지방병무(지)청 직원으로 편성되며, 부족 인
원에 대해서는 예비군과 공익근무요원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병무청, 『용어해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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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전력사령부가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동원전력이 단순히 동원 그 자체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전투력 창출과 동원자원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는 것이다.

또한, 동원전력사령부는 전･평시 동원에 대비한 평시 자원관리는 물론 전투 임무 수행을 
위한 훈련을 통해 전투능력을 강화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동원령이 선포되면 동원집행
을 지원하여 전방군단에 인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여기에는 전시 증편되어 군단에 전환
되는 동원사단에 대한 지휘 통제 및 관리와 전시 창설되어 전방부대로 투입될 동원보충대대
에 대한 창설 및 인계 업무, 그리고 수도권의 자원을 동원하여 전투부대로 호송하는 동원자
원호송업무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동원전력사령부 설치목적인 ‘육군 예하 부대의 동원훈련, 동원전력 관리와 작전부
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둔다.26)’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동원집행지원 기구의 설치는 꼭 필요하다.

둘째, 동원전력사령부의 예하 참모부에 창설지원처(가칭)와 같은 부대창설 관련 전담 관리 
부서를 편성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쟁 장기화로 인해 육군 차원의 추가
부대 창설이 요구될 때 이를 즉각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전쟁 지속능력 제고뿐 
아니라 기존 창설 대상 부대에 추가로 다양한 부대의 창설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셋째, 동원보충대대 창설 임무 종료 이후에는 부대 추가 창설 및 지역 동원센터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동원집행지원대와 대외협력과를 신편 하여 병력, 물자동원(방산 ･ 일반
물자) 소요에 대한 선정 및 관리, 그리고 집행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확대 개편
해야 한다. 또한, 지역 단위로 산재해 있는 동원지원단을 전시 동원보충대대의 창설 임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지역 동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확충한다면 국가 차
원의 전쟁지속능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 동원전력의 획기적인 훈련방법 개선

병역자원 감소뿐 아니라 병사들의 군 의무복무 단축으로 예비군 훈련의 중요성은 더욱 증
대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상비전력 중심의 무기체계 발전은 구형으로 무장된 예비전력에 
있어서는 숙련도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예비군이 현역 시 사용하지 않은 무기･장비･물자의 숙달을 위해서는 동원훈련 시

26) 동원전력사령부의 설치와 임무, 『대통령령 제28704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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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증가가 필요하나 훈련시간을 무한정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주어진 
훈련시간 내에 훈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훈련 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현재의 동원훈련은 부대 단위로 시행 중이나 전문성 부족, 열악한 훈련장 여건, 예비군의 
훈련 동기 결여 등으로 훈련성과 달성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동원전력의 획기적인 훈련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첫째, 매년 실시되는 쌍룡훈련의 동원 규모는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1단계는 동원
사단 예비군 70% 이상을 동시에 동원하고 2단계는 동원예비군을 100% 동원하여 전장 상황
과 유사한 편성으로 훈련함으로써 전시 임무 수행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둘째, 동원보충대대의 전방전개 훈련도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현재 동원지원단별
로 1년에 수 개의 대대만 전방 전개훈련에 참여하고 있어 실효성 검증이 제한되고 있다. 따
라서 이를 단계화하여 전 부대를 동시에 동원하여 작전계획과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야 한다.

셋째, 동원사단, 동원지원단, 동원자원호송단의 부대 특성에 맞는 과학화훈련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물론 국방비 투자의 한계에 직면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육군의 과학화훈련체계 
구축 계획에는 위의 부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 ‘24년까지 육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학화훈련체계 구축은 계획대로 설치하되 ‘25년부터는 중･장기적으로 위의 부대를 포함하
여 과학화훈련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27)한다면 동원전력의 핵심 부대가 전쟁 초기부
터 상비전력과 동반전력으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 구현을 위한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전략을 5가지
로 제시하였지만, 이외에도 예비전력 정예화의 핵심을 개념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3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예비전력을 보조 전력론 개념에서 이제는 동반 전력론 개념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 과거에는 병역자원과 현역 복무기간도 충분했지만, 이제는 현역 복무기간도 줄어들고 
병역자원도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예비전력이 상
비전력의 동반전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연적으로 가야 할 시대적 흐

27) 국방부,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비전 2030』 (2020)을 참고하였으며 이는 연구자가 직접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산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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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으로 인식하고 예비전력 역할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그동안 우리 정부가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국방개혁의 상당 부분을 상비전력에 치

중하여왔다. 상비전력 위주의 강군 육성에 매진하다 보니 예비전력의 전투력 발휘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 현역 때는 신형 무기를 다루다가 전역 후 동원이 되어서는 구형 
무기를 다루다 보니 숙달도 어렵고 또 새롭게 숙달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러한 문제가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상비전력과 
예비전력 간의 무기･장비･물자의 불균형을 조기에 해소하고 총체전력으로서의 완전성을 높
여야 한다.

또한,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는 주로 예비역 간부로 편성해서 동원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
든 전투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비전력 운용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예비전력이 상비전력과 동일한 수준의 전투력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예비전
력 정예화 노력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물론, 예비전력 정예화에 많은 국방비가 소요될 것이
지만 예산의 한계로 인해 예비전력 정예화의 속도가 다소 더디더라도 정부의 예비전력 정예
화에 관한 관심과 노력은 더욱 절실하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는 로마 병법가의 말처럼, 우리는 평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력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례에서 보듯
이 예비전력은 전쟁지속능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수단이며 상비전력, 연합전력과 함께 총체
전력을 구성하는 핵심 군사력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창의적이고 완전히 새로운 것만은 아니며 여러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여 연구
자의 관점과 평시 관련 분야의 경험을 추가하여 예비전력은 상비전력의 동반전력이라는 동
반 전력론 관점에서 연구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예비전력 정예화에 관련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최근의 러시아-우크라
이나 전쟁을 교훈 삼아 예비전력이 전쟁지속능력 보장과 전쟁 승리의 핵심전력이라는 인식
하에 핵심 전력론 관점에서 예비전력 정예화의 방향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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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es for the upgrading reserve war power to 
promote 「Defense Innovation 4.0」

Jung, soung-Hee , Lee, sang-hyeon

Keywords

National defense reform, Defense innovation 4.0, Reserve war power, Regular 
army, Mobilization war power, Refine reserve war power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a plan for innovation of reserve war power to implement 

the Yoon Suk Yeoln government’s 「Defense Innovation 4.0」 in a rapidly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The regular army of korea is in recognized as the main force in wartime, 

and the reserve forces are recognized as assistance to the regular army. As a result, reserve 

war power are always left behind in defense policy. In particular, among the reserve war 

power, mobilization war power is still insufficient to exert combat power at the level of 

regular army.

At a time when special measures at the defense level are required due to the paradigm 

shift of national defense and the decrease in military resources due to the second population 

cliff, the role of the joint force is important to compensate for the gap caused by reducing 

the standing force

In this study,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evious studies were reviewed. In order 

to promote  「Defense Innovation 4.0」 by the Yoon Suk Yeoln government, five things 

were suggested: strengthening mobilization war power capabilities, maintaining additional 

combat capabilities, improving mobilization support capabilities, and improving train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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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식

◆ 2022년도 제2차 국제안보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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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인도 태평양 시대 한국과 인도의 국방 전략 대화  

◆ 2022년도 국방조찬포럼

- 일시 : 2022.12.2.

- 주제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 경쟁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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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논문의 심사

가. 공모 논문의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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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 투고 시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 보고서 제출

(2) 편집위원회의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회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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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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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심사자 3인) 

(4) 논문심사 결과 접수 및 심사 판정

(5) 최종 판정된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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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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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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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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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내의 저자일 경우에는 교외 심사자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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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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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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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문구를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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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심사 결과를 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논문은 연중 상시 접수한다.



176 ❚ 국방연구 65 ‒ 4

투고 및 집필요령

I. 투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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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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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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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3.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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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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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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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를 명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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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수 있게끔 하는 표시나 서술은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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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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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제출해야 한다.

II. 원고집필요령

1. 원고의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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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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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용, 각주, 참고문헌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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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락으로 작성하되, 본문 활자보다 1포인트 작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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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밝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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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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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주 작성요령
      1)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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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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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p. 98.

      2)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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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호(2003), pp.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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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ter 1999), p. 21.

      3) 편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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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사, 1984),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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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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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 p. 277. 

      

       4) 번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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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 156-157.

       5)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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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세미나 및 학회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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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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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황병무(2001), p. 300.

         나) Bose(2003), p. 90.

         다) 남궁곤(2003), pp. 25-28.

         라) Nye(1999), p. 27. 

      8)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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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9) 일간지 및 주간지의 기사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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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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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참고문헌 작성요령 
      1)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를 기재하

며,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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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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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배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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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Ⅲ.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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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번부터는 약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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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 (1), (가), ①, ㉮ 등의 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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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하고, 출처는 표나 그림 바로 아래에 제시한다. 

예) 출처: 한국은행, 「통계연감」 (1985), pp.1-2.



국방연구 편집 요강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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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호, 2022년(겨울) 통권 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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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력전이 이론의 시각에서 본 투키디데스 함정 탈출의 구조적 조건 : 21세기 미국-중국 관계를 중심

으로 / 박주현(한국해양전략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신국제질서를 추구하는 중국식 현실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도덕적 현실주의(Moral Realism)’를 

중심으로 / 서정경(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 평시 군사혁신의 역동성: 미래 불확실성 하의 안보상황 인식, 전략적 비전, 기술 발전의 동학

/ 유영수(북한대학원대학교 조교수)

• 2016-17 촛불시위 그 이후: 집회 참여자의 정치행태 추적 분석

/ 정재관(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누가 북한 관련 가짜뉴스에 취약하고, 그들은 어떤 대북정책 선호를 가지는가? 

/ 유지영(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수료)·윤광일(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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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정책연구 제38권 제3호･2022년 가을(통권 제137호)

∙ 미국의 대중 전략과 한국의 안보: 새로운 결정 요인에 대한 시론

/ 이근욱 

∙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사이버 전쟁의 교훈과 시사점 / 이용석, 정경두 

∙ 일본의 지역 정책에 있어 다자협력에 대한 접근 변화 연구: 

ASEAN에서 쿼드로 / 장혜진

∙ 블록체인기술의 글로벌 동향과 한국 국방 적용 연구 / 김기원

∙ 군(軍) COVID-19 전파양상 분석과 감염모델에 관한 연구: 

구획 모델을 중심으로 / 곽승현, 박명현 

∙ 국방시설사업 사전타당성 검토를 위한 유사사례 선정 방법론 연구

/ 곽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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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 2022년 겨울 [통권 제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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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신흥안보 전략적 경쟁:환경･보건안보 체제 경쟁사례를 중심으로 | 이재영

• 신흥 비전통 위협과 한국의 국방정책: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의 복합적 대응 | 이숙연

• 사이버공간에서 국가의 적대적 허위조작정보작전에 대한 규율 | 신소현

• 한국군의 합동성 문제 고찰:인식에 기초한 평가와 해결책 | 장재규

• 능력주의자와 평등주의자는 통일과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공정성 인식 유형과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 분석 | 구본상

• 효과적인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개발금융기관의 협력 프레임워크 탐색 | 김기평, 박지연

• 북한 미디어 내용분석 기법의 평가와 과제:미 정보기관 ‘라떼’ 기법을 중심으로 | 김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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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