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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일본 정부는 현재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고 빠른 속도로 ‘불확실성’
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진출하려는
‘중국’의 패권주의적 행동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군사기술 발전이 눈에 띄는 가운데 미래의 전쟁 양상도
육해공뿐만 아니라 우주, 사이버, 전자파와 같은 새로운 영역을 혼합한 형태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각국은 전반적인 군사능력 향상을 위해 이러한 새로운 영역에서의 능력을 뒷받침하는 기술
우위를 추구하고 있다.
게다가 극초음속유도탄 등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무기 개발과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자율형 무인무기시스템 연구에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입하면서 실용단계
에 접어들고 있다. 또한 양자역학, 제5세대 이동통신시스템(5G)을 비롯한 ICT분야에서의 기술혁
신은 미래 전쟁 양상을 더욱 예측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국제안보환경의 변화 상황에서 일본은 국가재정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가운데 군사
혁신 및 방위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가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으며, 장비품의 고성능화,
복잡화에 따라 외국제 장비품 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기업으로부터의 조달 수량은 감소 추
세에 있는 등 일본의 방위산업 및 기술기반은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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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은 전후 안보문제에서 국민적 ‘안보 알레르기’와 함께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적극
적이고 공개적인 논의 자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일본의 보통
국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2012년 아베(安倍晋三) 정부 발족 이후 중국의 부상과 다양한 안보위
협 요소의 등장 속에 일본은 새로운 안보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안보개발을 논의하고
추진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제2장에서 일본의 신흥기술 안보환경의 구조적 상황 및 일본의 구조적 위치를
알아본다. 특히 일본의 구조적 위치를 ‘복합지정학’ 관점에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
다. 제3장에서는 일본의 미래전 전략의 대외적 지향성을 설명한다. 일본은 2018년에 책정한 방
위계획대강을 통해 ‘다차원통합방위력’ 구축을 제시하면서 영역횡단(크로스 도메인)을 통해 자위
대의 능력을 유기적으로 융합하고 통합적으로 전개하는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일본의 미래 안보위협 인식이 ‘중국’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대응으로 미일동맹 및
영국, 프랑스 등 유럽과의 안보기술협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일본의 군사혁신 거버넌스 모델 분석을 통해 일본의 군사혁신 주체는 여전히 정부 주도가 강하
지만, 아베 정부에서 책정한 방위기술전략에 따라 기존에 군사기술에 대한 대학을 중심으로 한
민간의 소극적 역할에서 벗어나 민간과 정부의 연계가 강화되면서 민관학의 네트워크 형성이 전
개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II. 일본의 신흥기술 안보환경의 구조적 상황 및 위치
1. 신흥기술 안보환경의 구조적 상황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은 다양한 과제와 불안정 요인이 현저하게 등장하면서 더욱 엄중한
상황이 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진전시키면서 일본에 대한 도발적 언동을 반
복하고 있고, 중국 역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비롯한 해공역 등에서 활동을 급속히 확대 및 활
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군 현대화를 계속 진행하면서 군의 활동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넘어서서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인식한다.
2012년 아베 정부가 발족한 이후 현재 2021년까지 일본은 다양한 안보 위협에 처해 있다.
동아시아 국제질서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의 급격한 부상은 센카쿠 제도(諸島) 분쟁과 같은 해양
영토를 둘러싼 위협을 증가시켰고,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은 한반도 안보 상
황을 악화시켰다. 또한 테러와 같은 국제적 안보 위협도 점차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
다. 이러한 안보 위협으로부터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일동맹을 통한 억지력 강화, 자위대의
자체 능력 향상, 외교 노력 등이 필요하다.1) 하지만 이러한 요소만으로는 각종 안보 위협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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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방위를 위한 우수한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중요한 방안이다.
일본은 미래전 전략에서 2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바로 첨단 전력 증강과 전자전
능력의 강화이다. 특히 방위성은 자위대의 전자전 능력이 러시아와 중국에 열세 상황에 있다고
평가하였고, 향후 러시아, 중국과의 미래 분쟁에 대비하여 전자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여기
에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가 지상용 전술 전자전 장비를 사용하여 NATO의 군사
행동을 방해하면서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을 수행한 것이 반면교사가 되었다.
즉 러시아와 중국이 전통적 전자전 개념만이 아닌 우주 도메인을 활용하는 전자전 스펙트
럼을 장악하는 첨단 전자전을 준비하면서 일본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미래 전쟁에서 전자전의 우
세를 ‘게임 체인저’로 간주하여 적극적인 개발에 나서고 있다.

2. 일본의 구조적 위치
일본이 처한 신흥기술 안보 환경의 구조적 상황 및 위치를 이해하기 위해 ‘복합지정학’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기존 고정지정학뿐만 아니라 ‘비(非)지정학’, ‘비판지정학’, ‘탈(脫)지정학’ 등
을 포함한 ‘복합지정학’의 시각에서 일본의 구조적 상황 및 위치를 살펴본다.
먼저 ‘고전지정학 1.0’은 권력의 원천을 자원 분포와 접근성이라는 물질 및 지리 요소로 이
해하고 이러한 자원을 확보하려는 경쟁 차원에서 국가전략을 이해하는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에
서 2010년 일본은 중국에 밀리면서 GDP 세계 2위에서 3위로 추락하였고, 현재는 그 격차는 점
점 더 벌어지고 있다. 경성권력 측면에서 일본은 중국에 혼자서 대항할 수 없으며, 미일동맹을
중심축으로 하면서도 다양한 국가 및 지역을 포함하는 다층적 안보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전지정학 2.0’은 국제정치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권력 분포가 생성하는 ‘구조’
에 주목한 신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 및 세계체제론을 비롯한 정치경제학 접근, 국제정치이론 중
장주기이론 등의 시각을 나타낸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거 일본이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를 통
해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항하는 북방세력 vs 남방세력 구도를 지향하였다면, 최근에는 인도태
평양 구상을 통해 해양세력 및 가치, 법의 지배 등을 기반으로 한 안보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한
다. 하지만 이 구상에 한국이 제외될 수도 있다는 한국의 지정학적 구조 및 위치도 파악할 수 있
다.
비(非)지정학 접근은 영토 개념을 넘어서 초국적 활동과 국제협력, 제도화를 강조하는 자유
주의자들의 담론, 즉 자유주의이론의 ‘상호의존’과 글로벌 거버넌스 담론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1)

박영준은 아베 외교가 ‘국제협조주의’ 외교 이념에 따라 미일관계를 강화하면서도 안보불안요인에 대
해 자신들의 방위력을 증강하거나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여 대응하는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한다(박영준 201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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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최근 일본은 다양한 영역에서 다자주의적 국제협력 및 제도화(ex. 해상보안기관)를 주
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CPTPP, 일-유럽 FTA, RCEP 등 이미 한국을 뛰어넘는 자유무역주
의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아베 정부는 2014년 ‘방위장비이전3원칙’을 통한 무기수출 및 미국,
유럽, 동남아 국가 등 다양한 국가들과 무기기술이전 및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비판지정학 접근은 일본을 둘러싼 지정학적 현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담론 실천으로 재구성되는 권려구사의 과정이라고 보는 일종의 구성주의 시각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아베 정부 이후 일본이 무기수출3원칙의 폐지, 집단적 자위권 용인, 전수방위원칙
의 위기(적기지공격론 논의)가 나타나면서 기존에 평화헌법에 기초한 평화국가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위협론을 바탕으로 한 무력사용의 정당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탈(脫)지정학 접근은 비영토적 발상을 통해 ‘공간’을 포함한 3차원적 관점을 타
나낸다. 특히 사이버 공간은 탈지리적 ‘흐름의 공간(space as flows)’의 대표적 사례이며 향후 이
러한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요소를 포함한 접근법이다. 일본은 방위계획대강 2018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이버-우주-전자파라고 하는 다차원 영역횡단작전 개념의 도입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탈지정학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정학 관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즉 복합지정학 관점에서 일본이
처한 구조적 상황을 5점 척도로 규정해본다면, 고전지정학 1.0, 고전지정학 2.0, 비(非)지정학,
비판지정학, 탈(脫)지정학 모두 4~5점 정도의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것은 일본 특유의
‘전방위(全方位) 외교’, ‘상황대응형(reactive)’의 전통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일본은 고전지정학부터 새로운 지정학 관점까지 모든 영역에서 일본의 위치를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새로운 신흥기술 안보 상황에서 대응하고 적응하려는 논의가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을 나타내며 추후 이러한 부분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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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복합지정학 논의의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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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상배, 2015, “사이버 안보의 복합지정학: 비대칭 전쟁의 국가전략과 과잉 안보담론의 경계,” 『국
제·지역연구』 제24권 3호, p.7. 재인용.

III. 일본의 미래전 전략의 대외적 지향성
1. 미래전 전략의 위상
일본 정부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히 우선해야 하는 사항을
가능한 범위에서 조기에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방위계획대강 2018’에서
‘다차원통합방위력’ 구축을 제시하였다(防衛省 2018). 다차원통합방위력은 먼저 모든 영역에서
능력을 유기적으로 융합하고, 상승효과를 통해 전체 능력을 증폭시키는 ‘영역횡단(크로스 도메
인)’ 작전에 따라 개별 영역에서의 능력이 열세에 있는 경우에도 이를 극복한다는 것이다. 다음으
로 평시부터 유사시까지 모든 단계에서 유연하고 전략적인 활동을 상시 계속적으로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미일동맹 강화 및 안보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 성질을 보유하는 방위력을 지칭
한다.
특히 ‘영역횡단작전’에 필요한 능력 강화를 강조하였다. 즉 우주, 사이버, 전자파라는 새로
운 영역에서의 능력은 자위대 전체의 작전수행능력을 매우 향상시킬 것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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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하고 있는 분야이다. 자위대도 이러한 능력 및 일체화를 통해 항공기, 함정, 미사일 등에 의
한 공격에 첨단 무기 도입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새로운 영역에서 통합적인 방위력
구축을 통해 대비하려고 한다.
먼저 우주 분야에서는 제1단계로 2020년 5월 18일, 항공자위대 내에 ‘우주작전대’를 새롭
게 편성하였다. 우주영역을 전문으로 하는 방위대신 직할부대로서 약 20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었
다. 우주작전대의 임무는 인공위성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우주쓰레기와 타국의 인공위성의
움직임 등을 감시하는 것이다. 우주작전대는 2023년까지 540명 규모로 증강되어 본격 운용을
개시할 예정이며, 우주상황감시(SSA: Space Situational Awareness) 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우주
공간의 안정적 이용 확보를 위한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2026년까지 광학망원경을 탑재한 우주
상황감시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원래 우주작전대 발족은 2022년 예정이었지만 미국이 2019년에 우주군을 창설하면서 우
주에서의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2년 앞서 발족되었다. 그래서 ‘우주상황감시’에 필요한 장비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요해지는 것이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와의 협력이다. 구체적으로는 JAXA가 보유하고 있는 정
지궤도감시용 광학망원경과 저궤도감시용 레이더를 통한 감시 임무이다.
다음으로 사이버 분야에서는 2014년 3월 26일, 방위대신 직할 자위대지휘통신시스템부대
에 있었던 보전감사대를 폐지하고 ‘사이버방위대’가 새롭게 편성되었다. 당초 목적은 사이버 테
러로부터 자위대를 지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규모가 충분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2021년 사이버
방위대를 폐지하고 ‘자위대사이버방위대’를 새롭게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자파 분야에서는 2021년 3월 29일, 구마모토현에 서부방면시스템통신군 예
사의 제301전자전 중대가 편성되었다. 주요 임무는 타국군의 함정과 항공기 등이 내보내는 전파
를 탐지수집하는 것이다. 평시에 전파정보를 수집해서 제대로 분석을 하면 유사시 수집정보를 바
탕으로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게다가 적의 전파이용을 무력화해서 전투를 유리
하게 이끌 수도 있다. 향후 전자전 부대는 홋카이도현, 사이타마현, 나가사키현, 가고시마현, 오
키나와현(2개 지역) 등 6개 지역에 편성될 계획이다. 이러한 부대가 중대 규모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확실한 점은 러시아에 대응한 홋카이도 지역 부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대는 중국에 대
응한 규슈, 오키나와 지역 방위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배치 계획이다.

2. 미래 안보위협 인식
일본이 보통국가화 및 미일동맹 강화를 모색하는 것은 무엇보다 국제 안보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결과이다. 국제 안보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위협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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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일본 주변 안보 상황 악화 및 외부 위협의 증가이다. 2000년대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의 급격한 부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은 2010년 이후부터 중국
과 센카쿠(尖閣) 제도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아베 정부 내에서는 센카쿠
제도를 둘러싸고 ‘그레이존(gray zone, 해상보안청과 자위대 출동의 경계에 있는 상황) 사태’ 발
생을 경계하면서 이와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집단적 자위권 허용 과정에서 활발
히 논의되었다.
둘째,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위협에 따른 안보 과제가 등장하고 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의 고도화 및 복잡화, 우주 개발 및 우주공간 확보 필요성, 테러리즘 및 해적에 의한
피해 발생 등이 일본의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일본의 안보 위협 인식은 북한을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하였
다. 물론 1990년대 후반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북
한의 위협은 일본에게 커다란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중국의 부상 이후 동아시
아 지역 차원에서 일본의 최대 위협은 중국이었고, 북한은 우선순위면에서 그 다음이었다. 이와
같이 아베 정권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일본에 ‘새로운 단계의 위협인 동시에 동북아 및 국
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위협으로 평가하였다(読売新聞 17/05/30).
즉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사를 표명하고 핵실험장 파괴를 공개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여전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또한 비대칭
적 군사능력 중에서 사이버 영역에서 대규모 부대를 유지함과 동시에 군사기밀정보 탈취, 타국의
중요 인프라에 대한 공격능력 개발 및 대규모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동
향은 일본의 안보에 중대하고 시급한 위협이라는 인식이다.
그렇지만 2021년 현재 여전히 일본 입장에서 미래 최대 안보 위협은 중국이며, 특히 트럼
프,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더욱 격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갈등 구도 속에서 일본 입장에서 미
래 최대 안보 위협은 더욱 중국으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중국을 기존 국제질서와 맞
지 않는 독자적인 주장에 따라 힘을 배경으로 한 일방적 현상변경을 추구함과 동시에 동중국해
를 비롯한 해공역에서 군사활동을 확대 및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센카쿠 열도 주변
및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군사 활동 증가와 함께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시도하는 빈도 및 규모
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중국의 국방정책과 군사력의 불투명성이 일본의 안보에 강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향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한다.

3. 기술협력 및 공동개발의 동맹 형성
현재 일본의 전략적 목표는 아시아-태평양과 인도양 방면을 연결한 광대한 인도태평양 지
역에서도 기존의 국제질서, 즉 자유롭고 개방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liberal, open, rule-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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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역내 관계국과의 연
대 강화이다. 특히 자유주의적 가치와 이념을 미일과 공유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등 인도양 방면 국가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 미일안보조약에 기반한 미일안보체제는 일본 자신의 방위체제와 더불어 일본 안
보의 중심축이다. 또한 미일안보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미일동맹은 일본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
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에 커다란 역할을 한다.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보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미국과의 관계 강화는 일본 안보에서 중요하며, 미국 역
시 동맹국과의 협력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일본의 방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미일 가이드
라인)’에 따른 안보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미일공동의 활동에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장
비, 기술, 시설, 정보협력 및 정보보전 등에서 협력을 강화 및 확대한다. 특히 미일공동 활동을
위한 장비품의 공통화와 각종 네트워크 공유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 주변에서의 미군의 계
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일본 장비품의 높은 가동률의 확보를 위해 미국산 장비품의 국내에서의
정비 능력을 확보한다. 또한 일본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방위력 강화의 우선분야에
관한 공통의 이해를 촉진하면서 유상원조(FMS) 조달 합리화를 통한 미국의 고성능 장비품의 효
율적인 획득, 미일공동연구 및 개발 등을 추진한다(防衛省 2018).
‘듀얼 유스’ 흐름과 아베 정부의 적극적인 방위 정책 전개에 따라 최근 일본 내에서는 과거
금기시되었던 군사연구와 아카데미즘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 학계에서도 이케우
치(池内了), 이노세(井野瀬久美恵) 등을 중심으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군의 우회 원조와 방
위성의 기술교류사업이라는 형태로 ‘아카데미즘’과 ‘군사’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음을 논하고 있다
(池内 2015; 井野瀬 2017).
미군은 일본의 대학 및 연구기관에 연구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방부는 이전부터 외국
연구기관에서 진행하는 기초 연구에 투자해왔다. 예를 들어 2011년 예산 구분 중 기초연구에서
해군이 3%, 공군이 2.5%, 육군이 2%를 외국 연구기관에 투자하고 있다.2) 국방부는 군사R&D 정
책의 일환으로 첨단기술의 개발 리스트인 DSTL(Developing Science and Technologies List)을
상시적으로 갱신하고, 신규 기술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그 주된 목적은 미래 미군의 능력을 비
약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술과 반대로 미군의 능력을 현저하게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과학적 연
구를 특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미군의 글로벌 오피스
이며, 여기에서는 세계의 연구자 및 기관과의 네트워킹, 최신 과학기술정보 수집 및 평가가 진행
되고 있다.
미 국방부 자문기관인 ‘국방과학위원회’는 2012년, 기초연구추진의 제언서를 발표했다. 조
성 활동의 지침으로 군이 기초연구를 추진하는 목적을 ‘성과를 군비 증강에 활용함으로써 군사적
2)

미국방부의 기초연구 조성금은 연간 20억 달러, 응용 연구는 약 45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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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특히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조성을 충실히 할 것을 요
구했다.3) 미국은 2001년 동시다발테러 사건 발생 이후 연구 조성을 증가시켜 왔다. 여기에는 글
로벌 차원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미군의 전략에 맞는 군사 응용 기술의 개발 및
확보에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 아래 미군은 일본의 대학과 공적 기관의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제공하고 있
다. 2007년부터 10년간 적어도 일본의 연구자들이 8억 8천만엔 이상의 연구자금을 미군으로 제
공받았다. 구체적으로는 미육군이 국제기술센터퍼시픽(ITCPAC)을 통해 약 2,350만엔(3건), 미
해군이 해군연구사무소 도쿄오피스(ONRG)를 통해 약 3억 3,500만엔(44건), 미공군이 아시아우
주항공연구개발사무소(AOARD)를 통해 약 5억 1,800만엔(87건)을 일본의 대학 및 학술계에 기
초연구 조성자금으로 제공하였다(日本経済新聞 17/02/10).
일본은 미래전 전략의 정책지향성을 기본적으로 ‘국제협력’의 메커니즘을 지향하는 ‘동맹
형성(Alliance Formation)’을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규칙기반 질서’에 대한 미국의 관여
지속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국보다 이러한 미국의 불확실
성이 더 큰 우려 사항이며, 미국의 향후 행동 변화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1970년대
나카소네 방위청장관이 ‘자주방위론’을 주장하였던 배경에는 미국의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철수
라는 닉슨 독트린이 있었다. 따라서 일본은 ‘동맹형성’을 주요 축으로 하면서도 미국의 인도태평
양 지역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자주국방’으로 이동하려는 ‘충동’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결
국에는 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형성’으로 귀결될 것이다.
한편 일본은 동맹국인 미국 이외의 국가와 무기의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
가는 영국과 프랑스이다. 먼저 영일의 공동개발은 2011년 12월 일본의 무기수출3원칙을 완화함
으로써 가능해졌다. 기존에 일본의 방위장비품 공동개발은 미국과의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사실상 한정되어 있었다.
일본이 영국을 선택한 이유는 양국 모두 미국의 동맹국으로 안보 분야에서 관계가 깊고,
장비품 개발에서 첨단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개발을 통해 안보 협력을 강화함과 동
시에 장비품의 성능 향상과 개발 비용의 억제를 도모할 수 있다. 무기의 국제공동개발은 여러 이
점을 갖고 있다. 참가국의 동맹 및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고가 장비품의 개발리스크와 비용을 분
담하면서 경감할 수 있다. 첨단기술의 취득 및 공유도 가능해진다.4) 영국은 항공자위대 차기전투
3)

4)

미국의 군사연구와 대학을 주제로 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Jewitt, Andrew(2012), Science, Democracy,
and the American University: From the Civil War to the Cold Wa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Lowen, Rebecca(1997), Creating the Cold War University: The Transformation of Stanford,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Rohde, Joy(2013), Armed with Expertise: The
Militarization of American Social Research during the Cold War,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W. Leslie, Stuart(1993), The Cold War and American Science: The MilitaryIndustrialAcademic
Complex at MIT and Stanfor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방위산업을 유지하는 관점에서 고성능화·고가격화가 진행되는 첨단기술 장비품은 가능한 한 수입에 의
존하지 않고, 공동개발 및 생산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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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유력 후보였던 유로파이터의 공동개발에 참가하는 등 방위기술의 선진국 중 하나이다. 일본
과 영국은 항공자위대 F-2 후속기와 전투기에 탑재하는 차세대 미사일의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과 프랑스는 2015년 3월 2+2회의에서 방위장비품의 공동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협정
을 체결하였다. 양 정부는 ‘무인시스템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구
체적으로는 해상의 기뢰를 파괴하는 무인잠수기 등을 상정한 것이다. 이처럼 일본은 2014년 4
월 방위장비이전3원칙이 각의결정되면서 이를 계기로 일본과 다른 국가 간 장비품의 공동연구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프랑스와의 연구는 미국, 영국, 호주에 이은 4번째 사례이다(이기태 2019,
257-259).

IV. 일본의 군사혁신 거버넌스 모델
1. 군사혁신 주체: 정부
전후 일본 방위산업에서는 초기에 재계와 관료가, 1960-70년대 이후에는 관료와 정치인
이 중심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탈냉전 이후에는 미국과 일본 산업체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
게 나타났다. 따라서 전후 일본의 방위산업에서 관료들 또는 그들의 정책이 절대적이었다는 주장
은 몇 개 사례에서만 적용될 뿐이다(김진기 2012, 411-412).
최근 일본 군사혁신의 주체는 과거 방위성 내 ‘양복조’ 우위에서 ‘양복조’와 ‘제복조’가 대등
한 입장에서 군사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과거 일본은 문민우위(문관우위) 원칙에 따
라 양복조를 제복조 상위에 두었지만, 2015년 방위성설치법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원칙이 공식
적으로 폐지되었다. 최근 자위대 지위가 향상되고 자위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 그 배경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아직 현실에서는 문관우위가 여전하다. 방위성 개혁 과정에서 통합막료감부 수뇌부
및 방위성 산하 방위장비청 역시 문관이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다. 거액의 장비 조달을 담당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퇴직 후에도 방산업체가 모셔가는 구조가 답습되고 있다. 한편 2000년대 이후
일본 정치에서 관저정치가 강화되면서 정치와 방위성 간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방위성
과 자위대 개혁을 막는 근본적인 문제로 정치 권력(관저정치, 방위족의원)에 대한 예속화를 지적
하기도 한다. 양복조도 제복조도 모두 정치인이 통제한다는 것이다.
한편 현대 사회에서는 텔레비전 회의용 카메라를 탑재한 ‘폭탄처리용 로봇’, 스마트폰을 응
용한 단말을 사용한 정찰용 로봇 등 민간 기술을 방위장비품5)에 활용하는 민간 기술(과학기술)과
5)

‘방위장비품’은 자위대가 사용하는 장비품으로 호위함과 전투기와 같은 고도 기술이 필요한 무기부터
탄약, 자위대원의 의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무기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왔던 ‘무기수출3원칙’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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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기술의 ‘듀얼 유스’(dual use)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군사 기술과 민간 기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경향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일본도 이러한 추세를 거스를 수
는 없으며 아베 정부는 군사 기술과 민간 기술의 결합을 통해 그 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방위’에
적용하면서, 더 나아가 방위산업 육성과 함께 무기수출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일본의 방위산업 역사를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첨단 기술이 산업용뿐만 아니라 군수용으로
도 사용 가능한 범용 기술이라는 점에 있으며, 이런 첨단 기술을 방위산업에 접목하면서 방위력
향상을 가져왔다. 이처럼 일본에서 군사와 민간 부문에 적용 가능한 듀얼 유스 기술이 반드시 최
근에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2016년 1월 22일에 아베 정부는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각의결정했다. ‘과학기술기
본계획’에서는 처음으로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는 연구 추진에 대해 언급하였다(内閣府 2016).
또한 고도화하는 방위관련 기술개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방위분야의 ‘산학관 제휴’ 강화에
착수하였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일본의 산학관 제휴를 통한 과학기술협력을 제
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문안을 조정했다
(読売新聞 15/11/30(夕刊)) 또한 기본계획을 반영한 종합 전략에서도 통신과 센서 등 기본기술
과 항공기, 로봇 등의 분야에서 ‘안전보장에 가치 있는 연구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일본 정부의 과학정책 방침을 정하는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 회의’(의장: 아베 신
조 수상)6)는 우주와 사이버 분야 등을 중심으로 민간 분야의 과학연구를 군사기술 추진으로 연
결하는 구체적인 방안 검토를 시작했다.
사실 일본의 과학연구는 전후 군사와 선을 긋는 형태로 발전해왔지만, 최근에는 군사연구
와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는 분야가 생기면서 정부 정책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자민당 국방부회는 2016년 6월의 제언에서 기술적 우위 확보에 노력하지 않으면 자위대 장비의
‘급격한 진부(陳腐)화’를 초래해서 일본은 “치명적인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방위
관련 연구 예산을 100억엔 규모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방위성은 2016년 9월 안보
상 수준 높은 기술을 확보해서 자위대의 장비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위기술전략’을 처음으
로 작성했다. ‘방위기술전략’에서는 최첨단 과학기술 동향과 일본 기술분야의 강점과 약점을 포
괄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내세웠다.
무엇보다 방위성이 대학과의 연구 협력을 가속화하려는 배경에는 방위장비품에 사용되는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고, 방위성 스스로도 최첨단 기술을 연구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위기감이
있었다. 즉 방위성이 내부에서 진행하는 기술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고 개발을 담당할 인재

6)

신해서 2014년에 ‘방위장비이전3원칙’이 각의결정되면서 방위성은 방위장비품의 국제공동개발도 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 회의’는 일본 과학기술정책의 ‘사령탑’ 기능을 하면서 예산 배분 방침과 5년
마다 기본계획 등을 결정한다. 의장은 수상이 맡으며, 과학기술담당대신, 문부과학대신, 경제산업대신
등의 각료와 산업계 및 학술계 출신의 전문가 의원, 과학자 대표기관인 일본학술회의 회장으로 구성
된다(朝日新聞 17/02/03(夕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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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필요하다. 이처럼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대학 등 ‘외부 자원’을 이용하는 전략을 생각
해낸 것이다.

2. 일본의 방위기술전략 책정
일본의 방위기술전략 책정의 배경에는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계획의 대강’, ‘중기방위력
정비계획’,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존재한다. 그 사이에 2016년 5월 자민당 국방부회의 제
언과 8월에 방위장비·기술정책에 관한 유식자회의 보고서 등이 제출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방위성은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기술정책을 적확하고 기민하게 수행해 나가기 위해 ‘방위기술
전략’ 책정이 필요하였다.
방위성은 일본의 방위력의 기반이 되는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표
를 설정하였다. 첫째는 기술적 우월의 확보이다. 다른 국가들에 대한 기술적 우월을 확보하는 것
은 방위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함과 동시에 판매력의 원천도 된다. 둘째는 우수한 방위장비품
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창제이다. 방위력 정비상의 우선순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면서 우수한
방위장비품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창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위기술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세 가지 시책을 추진
하면서 기술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간다. 첫째, 기술정보의 파악이다. 시책의 기초가 되는 기술정
보를 민생기술도 포함해서 파악하는 등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선진적인 기술분야를 분명히
하는 ‘중장기 기술 견적’을 책정한다. 둘째, 기술의 육성이다. 방위력 구축의 기반을 담당하는 연
구개발과 국내외의 관계기관 등과의 기술교류 등 중장기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연구개발비
전 책정’, 기금 제도 등을 추진한다. 셋째, 기술의 보호이다. 기술이전을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기술관리 및 방위성이 보유하는 지적재산의 활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장기 기술 견적’은 향후 20년을 상정해서 중점적으로 획득해야 하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선진 기술분야, 구체적으로는 ‘무인화’, ‘스마트화, 네트워크화’, ‘고출력에너지기술’,
‘현재 보유중인 장비의 기능 및 성능 향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래 무인장비에 관한
연구개발비전을 제시하면서 기술적 우월을 확보하면서 항공무인기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연구
개발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10년 후에는 원거리 운용가능한 무인기 개발, 20년 후에는 전투형 무
인기 개발을 목표로 한다.

3. 군사혁신 네트워크: 민관학 연계 강화
한국전쟁을 전후로 해서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격화되면서 미소 간 핵무기 개발 등 군산복
합체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이 거대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은 군사연구 방향으로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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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시장지향성의 과학기술에 전념해 왔다. 따라서 전전(戰前)의 시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는 민간과 학계, 그리고 정부의 의식이 작용했다는 점에서 전후 일본의 과학기술을 평가할 수 있
다.
이러한 전후 일본의 과학기술에서 군사연구에 대한 거부는 일본학술회의의 2차례 성명으
로 확연하게 드러났다. 1950년 4월 28일, 일본학술회의는 제6차 총회에서 ‘전쟁을 목적으로 하
는 과학 연구에는 절대 따르지 않는 결의 표명’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 내용은 1949년
일본학술회의 설립 시의 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학문은 세계 평화와 인류의 복리를 위해 사용되
어야 하며, 이에 정면으로 모순되는 군대와의 관련성을 일절 갖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이다. 이와
같이 1950년 성명은 전전에 대한 ‘반성’과 ‘세계평화’에 대한 지향과 함께 당시 미소 냉전을 배
경으로 한 일본 내외 정세에 대한 우려가 내포되어 있었다.
1967년 10월 20일, 일본학술회의는 제49차 총회에서 ‘군사목적을 위한 과학 연구를 진행
하지 않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967년 성명은 일부 과학자들이 미군으로부터 자금을 제공 받은
것이 원인이었다. 즉 1966년에 일본학술회의가 후원하고 일본물리학회가 개최한 반도체국제회
의에 미육군 극동연구개발국으로부터 상당액의 자금 원조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최종 제공
총액은 25개 대학을 포함한 37개 단체에 총 107만 5천달러에 달했다.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한
일본학술회의는 회장의 유감 표명에 이어 총회에서의 성명 채택으로 이어졌다. 성명에는 다시 한
번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 연구는 절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라는 결의가 표명되었다.
냉전 기간 동안 일본학술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학술계는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과 미일안
보체제가 가동되는 가운데 일본이 미일동맹에 연루되는 상황을 우려하였고, 학술계는 이와 관련
된 군사연구를 일체 거부함으로써 일본의 군사연구 반대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일본 내 군사연구와 아카데미즘의 접근에는 대학들의 군사연구 참여도 한 요인이 되고 있
다. 여러 일본 내 연구는 대학이 일본 사회의 인구 감소와 최근 2030년 간 일본 대학 수의 급
증에 따른 재정 악화로 인해 군사연구 참여를 통한 연구비 확보에 나섰다고 분석한다. 예를 들어
과학(科学)(2016년 10월호)과 현대사상(現代思想)(2016년 11월호)은 각각 ‘군사연구와 학
술’, ‘대학의 현실: 인문학과 군산학(軍産学) 공동의 행방’이라는 테마로 특집호를 발간하였다.7)
기무라(木村誠) 역시 자금난에 빠진 대학들이 군사 분야에 손을 대면서 연구비를 확보하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생존의 기로에 놓인 대학의 몸부림’이라고 해석한다(木村
2017).
이처럼 전후 일본 과학자들은 전쟁에 협력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군사연구에 관여하지 않
는다는 것을 서약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상당기간 지켜져 왔지만, 일본 대학들의 법인화
이후 재정적 어려움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방위성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들과의 협력을

7)

이외에도 이케우치(池内了)는 과학자의 책임과 한계 문제를, 스기야마(杉山滋郎)는 전후 역사를 통해
군사연구를 분석하고 있다(池内 2016; 杉山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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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하게 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부터였다.
‘적극적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아베 정부는 2013년 12월, 향후 10년의 외교안보정책 지침
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각의결정하였다.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는 과학기술에 관한 동향을 평
소부터 파악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산학관(産學官)의 힘의 결집을 통해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유
효 활용’을 주장하면서 특히 대학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했다(国家安全保障会議 2013,
17). 이에 따라 2015년도에 창설된 제도가 방위장비청이 주관하는 ‘안전보장기술연구추진제도’
이다.
2015년 10월에 발족한 방위장비청8)은 특히 듀얼 유스 기술의 연구개발지원을 확충하고,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의 참가를 촉진시키려고 했다. ‘안전보장기술연구추진제도’를 담당하는 방
위장비청의 입장은 현대 사회와 같이 기술 진보가 매우 빠른 시대에서 민간을 포함한 폭넓고 다
양한 연구를 포함하지 않으면 뒤쳐진다고 본다. 또한 방위력과 기술력은 직결되며 최근 방위기술
과 민간기술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으며 민간의 힘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朝日新聞
16/10/08).
이처럼 전후 일본에서 민간 연구와 군사 연구는 각각의 영역에서 공존하는 형태로 존재했
다.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 예산은 주로 대학이 담당하는 민간 연구에 투입되었고, 군사연구는
방위성과 방위산업이 방위성의 예산을 사용해서 실시해왔다. 제2차 아베 정부 발족 이후 듀얼 유
스 연구 추진이 가속화되었고 그 동안 한정된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와 위탁연구로
기술 개발을 해왔던 방위성이 2015년 공모에 의해 선발된 연구자에게 직접 자금을 제공하는 제
도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즉 ‘듀얼 유스’ 기술을 계기로 일본 내 군사연구에 대한 거부 상황은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
다. 사실 미국 등에서는 인터넷과 GPS, 드론(소형 무인기) 등 군사 목적으로 발달한 기술이 민간
에도 사용되어 왔다(스핀 오프). 하지만 일본에서는 반대로 민간에서 개발된 기술이 방위에 도움
이 되어 왔다(스핀 온).
아베 정부는 방위산업 강화를 위해 듀얼 유스 기술을 활용하려고 하였다. 즉 일본이 방위
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기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9) 무기수출확대를 위해서는 무
기수출3원칙의 재검토뿐만 아니라 일본의 방위장비품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민간 기술의 연구개발을 정부 주도의 방위산업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河村 2016, 11). 구체적으로는 2015년 산관학에서 만든 ‘산업경쟁력간담회’가 로봇 기술
을 ‘안전보장 분야와의 듀얼 유스’ 등을 통해 기간산업으로 강화하도록 제언했다. 이와 같이 정부
주도로 방위성과 산업계의 ‘산관’에 학술계를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에는 전전과 같은 과학자의 동
8)

9)

2015년에 발족한 방위장비청은 일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라는 국가정책에 따라 일본의 방위장비품
수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森本 2015, 29).
오동룡은 일본 게이단렌(経団連)이 산하기관인 방위생산위원회를 중심으로 방위산업계의 요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면서 ‘무기수출3원칙’ 등 무기수출의 장애물을 철폐하도록 노력해 왔다고 주장한다(오동
룡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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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나 미국에 존재하는 ‘군산학복합체’로 연결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2013년 12월 아베 정부는 “대학과 연구기관과의 연계에 따라, 방위에도 적용가능한 민간
기술(듀얼 유스 기술)의 적극적 활용에 노력한다”라고 하는 ‘방위계획대강’을 각의결정했다(防衛
省 2013). 즉, ‘듀얼 유스’라는 명목으로 군학(軍學)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선언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군학공동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방위성은 독창적인 연구에 자금을 원조하고 대학 등의 연구자에게 연구 조성을 하는 새로
운 제도를 시작했다. 2015년 7월 방위성 기술연구본부는 ‘안전보장기술연구추진제도’ 공모 요강
을 발표하였다. 연구기간은 3년 이내(1년, 2년 연구 가능)이며, 연구비는 과제당 최대 연간
3,000만엔의 규모였다. 2015년에는 총 예산 3억엔에 대해 109건의 응모가 있었고, 이 중 대학
이 58건, 공적연구기관 22건, 기업 29건이었다.10) 이 제도는 기초적인 연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
기 때문에 대학의 응모가 가장 많았다고 해석된다(防衛省 2016, 4).
이와 같이 일본 정부는 ‘민관학’을 통한 듀얼 유스 기술 촉진과 미일동맹의 강화 측면에서
군사연구 목적의 연구비 조성을 증액하였다. 무엇보다 아베 정부는 ‘보통국가’를 지향하면서도
미래 일본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를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아베 정부는 그 동
안 ‘관(官)’과 ‘산(産, 방위산업계)’이 주도했던 방위연구 체제에서 벗어나 ‘학(學)’이 보다 적극적
으로 나서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였다.
한편,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단련’)는 2019년 4월 ‘정부의 일체적 대응과 긴밀한 관
민연계의 실천 없이는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이 지향하는 방위력 강화는 달성할 수 없다’는 요망을
제출하였다. 이에 방위장비청은 방위장비를 둘러싼 다양한 과제에 대해 민관에서 인식을 공유하
고, 해결을 위한 대응을 함께 해 나간다는 취지에서 경단련과 방위장비청 간 의견교환회를 개최
하였다. 2019년 10월 방위대신과 경단련 간부 간에 의견을 교환한 이후, 11월부터 방위장비청
과 경단련 방위산업위원회 간에 8차례 의견교환을 실시하였고 2020년 12월 17일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보고서에서 민관협의를 위한 5가지 사항에 합의하였다(防衛省 2020, 1-3).
첫째, 방위장비 및 기술의 해외이전에서 민관 역할분담의 명확화이다. 방위장비청, 상사, 제
조기업이 연계해서 상대국의 잠재적인 니즈(needs)를 파악해서 제안 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실현
가능성조사(FS)'를 2020년부터 사업화하였다. 둘째, 서플라이 체인의 유지 및 강화이다. 서플라
인 체인 조사 및 유지강화, 국내기업 참가 촉진에 민관이 협력한다는 것이다. 셋째, 계약제도 및
조달에서의 협력이다. 이익수준의 확보 및 향상, 민관의 의견교환의 장 설치, 업무효율화 및 디지
털화 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이다. 넷째, 선진적인 민생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민생의 다양한
선진기술 활용과 선행투자를 촉진하는 미래 연구개발의 방향성의 효과적인 제시방법에 대해 민
간 관 의견교환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정보 보전의 강화이다. 정보 누출 관련 부정 접속
10)

2015년도 예산은 3억엔, 16년도는 6억엔, 17년도에는 110억엔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이는 자민당이
2016년 5월에 ‘“기술적 우월” 없이 국민의 안전도 없다’라는 제목의 제언에서 방위 관련 연구예산을
확대하도록 요구한 것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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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대해 공동대응하고, 방위성이 도입하는 새로운 정보보안기준에 대해 방위관련기업에게
설명하고 기업 역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민관학 연계는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력, 예
산, 시설 등 한정된 자원으로 극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중국조차
도 ‘천인계획’이라는 인재유치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문가 인력 풀을 유지하는 데도 도
움이 된다. 한편으로 민관학 연계는 국가발전의 동력 또는 방향이 군사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민관학 연계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 이유는 첫째,
현대기술의 특성상 군수와 민수를 엄격히 나누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오늘날의 첨단
기술은 연구개발비가 엄청날 뿐 아니라 시장 또한 한정되어 있어 기업 수준 뿐 아니라 일개 국가
수준에서도 감당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예로 F-35와 같은 전투기 개발이 7개국의 공동개발 프
로젝트로 진행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즉 전쟁 양상을 결정짓는 핵심적 무기 시스템은 경제
성을 배제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국가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민관학의 연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셋째, 군사관련 연구에 반대하는 주장의 약화이다. 사실 부정적 과거를 가진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군사관련 연구에 반대하는 주장은 매우 약한 편이며, 무엇보다 대학
이나 연구기관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방위성이 경제계, 학계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작업하는 추세는 더 증가할 것이
다.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군수산업 또는 군사주의에 대한 일본 시민사회의 반대가 심하기는 하
지만, 일본 정부의 의지, 그리고 경제계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민관학 연계를 막기 어렵다. 게다가
미국 또한 일본의 방위력 증강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도 고려할 수 있다.

V. 나가며
일본은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미일동맹 강화, 자체 방위력 증강, 다층적 안보네트워크 강화
를 국가전략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전략 하에 미래전 전략 및 군사혁신의 추진체계 역
시 기본적으로는 미일동맹과 다층적 안보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동맹형성 프레임’을 지향하고 있
다. 그와 동시에 일본은 ‘안전보장기술연구추진제도’와 같이 그 동안 터부시해왔던 민간(대학)의
군사기술 참여를 독려하면서 자체 방위력 강화를 위한 기술 기반 형성을 추구하는 ‘자주국방 프
레임’도 점차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한편 일본은 과거 방위성 관료와 정치가가 중심이 되어 미래전 전략과 군사혁신을 추진해
왔고, 현재도 이러한 구도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단 2000년대 이후 관저정치가 강화되고 아
베 정부 이후 방위성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제복조’ 출신의 방위성 관료의 힘이 증가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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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일본은 문민통제 하의 정부 주도의 방위기술전략에 따른 군사혁신이 진행되고 있다. 게다
가 2010년대 이후 일본 정부(특히 방위장비청)가 주도해서 경제계(경단련), 학계(대학, 연구기관)
와 함께 미래전 및 군사혁신을 모색하는 민관학 연계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일본의 미래전 전략과 군사혁신 모델은 미래 다차원 영역횡단 작전을 추구하면서
미일동맹 및 유럽 국가 등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협력이라는 동맹형성 프레임을
지향하는 가운데 정부 주도의 수직적 통합형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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