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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간기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조약을 위반하고 군비증강을 강행했다.
또한 스페인 내전 지원, 라인란트 진주, 오스트리아 합병 등과 같이 노골적인 영토 야욕을 보여
주변국에게 심각한 안보적 위협을 가했다. 독일의 위협에 대한 주변국의 반응은 다양했다. 영국
은 유화정책을 펼쳤고 소련은 불가침조약을 맺었으며 미국은 고립주의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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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월트(Stephen Walt)의 위협균형이론에 따르면 이와 같은 위협에 대한 주변국의 반응
은 균형과 편승으로 나뉘게 된다. 위협균형이란 기존의 세력균형과 달리 군사력이 중심이 되는
힘에 따라 균형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 주변국에 미치는 위협에 따라 균형이 형성된다는 이론이
다. 위협에 대해서 편승전략을 택한 국가는 이를 통해 위협국가에게서 이익을 취하거나 위협을
회피하고자하며 균형전략을 택한 국가는 위협국가에 대항하는 협력관계를 만들어 균형을 형성하
고자 한다.
월트의 위협균형 이론을 통해서 전간기 독일의 위협에 대한 주변국의 대응을 균형과 편승
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변국이 균형과 편승을 선택하게 된
국내외적 배경과 이해관계를 월트가 세운 분석의 틀을 대입하여 분석함으로써 각국의 선택에 고
려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변국의 균형과 편승 전략이 위협을 초래하는 국가
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대입해봄으로써 독일의 전쟁 개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월트의 위협균형 이론과 전간기 독일의 위협 및 주변국의 대응에 대해서 분석
할 것이다. 그리고 주변국의 대응을 월트가 제시한 분석의 틀을 통해 분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동북아시아에 안보적으로 지대한 위협을 가하는 중국의 팽창주의를 전간기 독일의 위협과
비교하여 이에 대해 균형 전략과 편승 전략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아보고 한국의 전략
적 선택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월트의 위협균형이론
스티븐 월트는 위협균형이론을 통해 동맹 형태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냉전시기 미국의
외교정책에 관련한 논쟁에 제언을 남겼다. 당시 미국 내에서는 미국의 안보가 취약하다는 주장과
소련보다 월등하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었고 각 주장에 따라 동맹에 대한 시각과 정책적 방향
성도 현저하게 갈리는 상황이었다. 이에 월트는 국가들이 어떤 판단과 계산을 통해 동맹을 결정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동맹의 형성과정과 그 형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월트의 연구1)에 따르면 동맹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인 ‘균형’과 ‘편승’으로 나뉜다. 한 지역에
위협적인 강대국이 등장했을 경우 주변국은 동맹 전략에 있어서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이때 위
협적인 강대국에 저항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그 반대진영의 동맹에 가입하는 것을 ‘균형’이라고
한다. 반면 위협 국가에 연합하는 것을 ‘편승’이라고 한다. 균형과 편승 가설은 국가들이 동맹을

1)

이하 월트의 위협균형이론에 대한 요약 및 전간기 사례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는 McDonough(1997, 3-18)을 주
로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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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는 과정에 대해서 서로 배타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국제정치는 동맹의 기조가 균형과 편승
중 어떤 쪽이 우세하느냐에 따라 그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다. 만약 균형전략이 편승전략보다 만
연하다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더 쉽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균형이 만연한 상황에서 침략자
들은 연합된 힘을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연합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위협적인 외교와 국방
정책을 지양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편승전략이 균형전략보다 만연하다면 침략자가 편승국들
에게 지지를 받을 것이기에 안보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펼쳐진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다 호전
적인 외교정책이 등장하기 쉽다.
균형(Balancing Behavior)은 강대국의 위협에 맞서 동맹에 가입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세력
균형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국가들은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 또는 연합에 대해 스스로를 지
키기 위해서 동맹을 형성하거나 가입한다. 외교적으로 균형을 택하는 이유에는 크게 2가지 측면
이 있다. 먼저 잠재적 패권국이 자국의 생존을 심대하게 위협할만큼 강해지기 전에 먼저 억제하
려는 측면에서 균형을 선택하게 된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영국의 전통적인 외교정책이 있다. 처
칠이 언급한 영국의 전통적 외교는 유럽 대륙에서 가장 강하고, 위협적이며 지배적인 패권에 대
항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 또 다른 예시로는 키신저가 주장했던 냉전기 미중 화해인데, 이
는 소련과 중국 중 더 약하며 덜 위협적이라고 믿는 쪽을 동맹 상대로 선택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강력하지 못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보다 약한 세력에 합류해야 자국의 영향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만약 미약한 국가가 더 강한 세력에 합류하게 되면 동맹 내에서
의 영향력이 미비할 것이며 도리어 동맹의 변덕에 취약해질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약한 세
력에 합류한다면 동맹에 자국의 도움이 더 절실하기에 영향력을 더 높일 수 있다.
반면 편승(Bandwagoning Behavior)은 균형과는 반대로 우세하거나 위협적인 강대국 또는
동맹세력에 합류하는 현상이다. 이는 국가들이 강함에 끌리는 것에서 기인한다. 그 강함이 위협
적일지라도 몇가지 이유와 함께 끌리게 되어 편승하게 되는 것이다. 외교적으로 편승을 택하는
이유에는 크게 2가지 측면이 있다. 첫 번째로 유화의 한 형태로 편승을 고려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편승을 택하는 방어적인 이유에 속한다. 그 예시로는 1939년에 히틀러와 동맹한 스탈린의
결정이 있다. 스탈린은 히틀러의 위협적인 나치독일에 편승하여 공격을 피하고자 한 것이다. 이
후 히틀러는 폴란드를 점령한 후 동쪽으로의 진격을 멈추고 서쪽의 프랑스를 침공하게 된다.
편승을 택하는 두 번째 이유는 강력한 국가에 편승하여 승리의 보상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는 편승을 택하는 공격적인 이유에 속한다. 그 예시로는 무솔리니의 이탈리아가 히틀러의 나치
독일에 편승하여 대프랑스 선전포고를 한 것을 볼 수 있다. 비록 이탈리아의 군사력이 미약하며
실제로 이렇다 할 전과도 올리지 못했지만 무솔리니는 히틀러의 힘을 앞세워 승리하고 보상을
얻길 기대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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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분석의 틀
앞서 살펴보았듯이 균형과 편승은 서로 배타적인 선택이며 그에 따르는 정책적 결정 또한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국가는 강대국의 위협을 직면하고 균형과 편승 중 선택의 기로에 놓
이게 되는데 만약 지역의 정세가 악화될 경우 그 선택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수 있다. 따
라서 국가는 강대국의 국력과 그 위협의 정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고려해야 한다. 월트
는 이러한 판단의 지표가 될 4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에는 기존 세력균형 이론의 중심적
인 기준이었던 힘 또는 공격능력 뿐만아니라 근접성과 공격의지를 추가로 강조했다. 월트가 강대
국의 위협을 분석하기 위해 제시한 4가지 기준은 종합전력, 근접성, 공격능력 그리고 공격의지이
다. 이중 월트가 가장 중요히 여긴 기준은 공격의지였는데 공격능력과 종합전력이 다소 미약하더
라도 다분한 공격의지를 가진다면 주변국에 충분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종합전력은 국가의 총 자원을 말하는데 이는 인구, 산업, 군사력 및 기술력 등을 포
함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전력이 클수록 국가의 역량 또한 거대하므로 잠재적 위협이 될 가능성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미국의 유라시아 전략이 유라시아의 거대한 자원을 단일 세력이
독차지하는 것을 막는다는 발상에서 추진된 사례를 보면 종합전력의 거대함이 실제로 주변국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종합전력의 거대함이 주변국에게 위협적으로만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한 국가의 강한 전력은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국가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동
맹국에게는 든든한 지원과 보상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강력한 종합전력은 그 자체로 균형과 편승
모두를 유발할 수 있다.
두 번째 기준인 근접성은 용어 그대로 근접한 위치에 있는 국가가 더 위협적임을 의미한
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논리인데 원거리에 위치한 적은 근거리에 위치한 적보다 전력을 투사
할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브라질이 아무리 해군력을 증강한다한들 영국은 근처에
있는 독일 해군의 증강에만 관심을 보일 것이다. 근접성을 동반한 강대국은 균형과 편승 모두를
유발할 수 있다. 우선 근접성의 결과로 균형이 나타난 경우는 주변국이 중앙의 거대한 힘에 대항
하여 강대국을 포위하는 연합을 형성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의 사례로는 빌헬름기 강성해진 독
일에 근접해있던 프랑스와 러시아가 위협을 느끼고 형성했던 연합이 있다. 근접성의 결과로 편승
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는 중앙의 거대한 힘에 대항조차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발생한
다. 주로 강대국과 그 주변의 약소국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이며 주변 약소국은 강대국에게 복
종하고 편승하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핀란드를 비롯한 소련의 주변국들이 소련의 위협에 편승
한 사례다.
셋째로, 공격능력이라는 기준은 종합전력에서 군사적인 분야를 특정했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일반적으로 공격능력이 강한 국가는 약하거나 방어능력만을 갖춘 국가보다 주변국에 위협
이 된다. 공격능력 또한 균형과 편승 모두를 유발한다. 공격능력으로 인해 균형이 발생하는 경우
강력한 공격능력을 두려워한 주변국이 동맹을 형성하는 경우이다. 공격능력은 그 어떤 능력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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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주변국에 즉각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기에 주변국은 강대국의 공격능력이 강화될 경우 크게 긴
장할 수밖에 없다. 독일 티르피츠는 '위험전략(Risk Strategy)'의 일환으로 해군력을 크게 증강했
으나 주변국인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독일에 위협을 느껴 연합을 형성했다. 반면 공격능력이 빠
르고 확실한 경우 균형보다는 편승이 발생하기도 한다. 강대국의 공격능력이 신속성을 겸비하여
주변국이 타 동맹에 도움을 받기도 전에 정복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주변국의 저항은 희망적이
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위협을 직면한 주변국은 신속한 공격능력에 저항을 포기하고 편승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격의지는 한 국가의 위협을 평가할 때 월트가 생각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다.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국가는 주변국의 균형 연합 형성을 자극한다. 전간기에 위협
적인 공격의지를 보였던 나치 독일은 공격의지 뿐만아니라 강력한 힘을 추구했기에 주변국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때로는 공격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공격의지만으로도 균형을 유발
하기도 한다. 카다피 정권의 리비아는 당시 공격능력은 미비했으나 위협적인 공격의지로 인해 이
집트, 이스라엘 등으로 구성된 균형동맹이 형성되었다. 주변국의 상황에 따라 균형과 편승을 모
두 유발하던 다른 기준과는 다르게 공격의지가 극도로 강한 국가는 편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
다. 공격적인 국가가 그 의지를 바꿀 기미가 없다면 주변국은 균형 연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
다.
월트가 강조했듯이 공격의지는 위협에 대한 판단과 동맹 형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
이다.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근접성, 종합역량 등을 보이더라도 공격의지가 눈에띄게 강화된다면
주변국은 그 자체로 큰 위협으로 인식한다. 비스마르크는 독일의 국력을 크게 성장시켰지만 위협
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에 유럽 국가들의 동맹을 유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스마르크 이후에
독일이 공격의지를 가지기 시작하자 이에 대응하여 삼각동맹이 형성된 것이다. 반대로 탈냉전기
세계경찰을 자처했던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공격능력과 종합전력이 아무리 월등해도
공격의지가 없다면 주변국은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균형과 편승의 함의
균형과 편승은 서로 상반된 정책적 결과물을 산출한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한 국가의 운명
이 결정되기도 하므로 주어진 상황에서 균형과 편승 중 어떠한 결정이 더 적합한 결정일지 신중
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동맹 형성 기조가 균형에 가까운지, 편승에 가까운지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 간혹 균형과 편승의 기조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국가
를 매우 위험하게 한다. 한 상황에서의 적절한 정책은 다른 상황에서 완전히 역효과를 내기 때문
이다. 만약 편승이 보편적이거나 우세한 상황에서 균형을 선택한다면 균형 동맹의 결속력이 지속
적으로 약화되고 동맹에서 이탈하는 국가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전간기에 프랑스는 위협적
이었던 독일을 견제하고자 동유럽 국가들과 ‘소협상(Little Entente)’ 동맹을 형성했는데 결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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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유럽국가들은 동맹에서 탈퇴하여 독일에 편승했다. 반대로 균형이 보편적인 분위기에 편승
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하는 균형 동맹을 강화하는 결과를 내게 된다. 빌
헬름 2세의 독일은 편승을 유도하고자 강경한 외교정책을 채택했으나 오히려 주변국은 이에 대
항하는 동맹을 형성했다. 그러므로 각 국가는 지역 내 균형과 편승의 기조를 신중하게 읽고 이에
맞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그렇다면 정책적 판단을 내리기 전에 균형이 지배적인 지역과 편승이 지배적인 지역의 분
위기는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균형이 지배적인 지역에서는 위
협국가의 등장이 주변국의 편승보다 균형 동맹의 형성을 유발한다. 광범위한 균형 동맹이 형성되
므로 위협을 받는 주변국의 입장에서는 비교적 쉽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강대국
은 주변국에게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정책을 기피하게 되며 주변국의 저항을 피하고자 공격
성을 드러내지 않게 된다. 또한 균형 동맹의 구성원들은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동맹에 잔류하
게 되므로 동맹 내부의 결속력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반면에 편승이 지배적일 경우 지역은 훨
씬 더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분위기를 띄게 된다. 국가들이 위협적인 국가에 편승하는 경향을 보
인다면 위협을 가하여 편승을 유도하는 것이 강대국에게는 이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대국들
은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게 되고 무력의 사용도 만연해진다. 또한 편승을 통해 형성
된 동맹은 균형동맹보다 결속력이 약하다. 강력한 힘과 위협을 통해 주변국을 편승하게 했던 강
대국의 쇠퇴는 다른 경쟁자의 부상을 의미하므로 편승국이 쉽게 동맹에서 이탈하게 된다.
월트는 역사적으로 편승보다 균형이 더 보편적이라고 주장한다. 위협에 직면한 국가들은
편승보다는 균형을 택하기를 더 선호하는데 이는 균형이 더 국가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도 나폴레옹 프랑스, 빌헬름 독일, 히틀러 독일 등 강력했으며 공격적이었던 국가들은
주변국으로 하여금 편승보다는 균형을 택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분명 균형이 보편적임에도 편승은 꾸준히 존재해왔다. 이는 강대국에 인접한 약소
국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약소국은 강대국의 압박에 취약하며 균형동맹에 참여하더라도 동맹
내에서의 영향력이 미비하여 편승을 택하게 된다. 또한 약소국이 동맹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도 편승을 택하게 된다. 유사시 동맹의 지원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약소국으로서는 편승을 택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까운 약소
국의 경우 강대국의 침략의 첫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동맹의 도움이 확실하더라도
도움이 닿기도 전에 강대국에게 점령당할 수 있으므로 편승을 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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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간기 독일의 국력성장 및 군비증강
분석을 위한 지표
강대국의 위협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월트가 제시한 4가지 기준을 통해서 전간기 당시
독일의 위협을 파악해 볼 것이다. 우선 종합전력과 공격능력의 경우 주변국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상대적인 기준이 아닌, 독일 내부의 역량 발전을 나타내는 절대적 기준이다. 근접성과 공격의지
의 경우 주변국 중 어떤 국가가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당시의 외교적 맥락과 지리적 위치 등으로
인해 위협의 정도가 다르지만 종합전력과 공격능력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종합
전력과 공격능력을 우선적으로 파악한 후에 근접성과 공격의지는 주변국에게 어떻게 적용되었고
이에 대해 각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종합전력과 공격능력
은 상기했듯이 주변국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므로 정량적인 수치로 환산하는 방법을 이용할
것이고 근접성과 공격의지는 외교적 맥락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주변국과의 사
건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다.
독일의 국력성장 및 군비증강
먼저 종합전력의 경우 Correlates of War 데이터베이스의 CINC Score를 통해 전간기에
독일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 CINC Score는 한 국가의 “세력(Power)"를 수치화
기 위해 고안된 지표로, 병력 수, 국방비 지출, 총인구, 도시인구, 철강생산, 자원소비의 6가지 항
목을 종합해서 산출한다. 그리고 각 연도별로 이 여섯 가지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전세계 국
력 총합에서 각국이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하는 것이다 (Greig et al. 2017, 7).
아래 <표 1>에서 볼 수 있듯,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의 독일의 CINC는 0.172였으나
1919년 패전 직후 0.076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후 1934년까지 눈에 띄는 변화 없이
0.100 미만의 CINC를 유지했으나 1935년에 0.102를 달성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을 보인다. 1938년에는 가장 큰 폭의 성장을 보이는데 이는 오스트리아 병합과 뮌헨협정에 따른
주데텐란트 병합으로 인한 자원 및 인구 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마침내 제2차 새계대전
이 발발한 1939년에는 0.178까지 성장하게 된다. 전쟁 중에는 1941년에 0.202를 기록했는데
이는 독일 역사상 CINC 최대치였다. 그런데 독일의 CINC는 급성장이 시작된 시점인 1935년 이
전까지는 영국의 CINC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당시 영국과 전간기 외교적 노선을 함께하던 프
랑스는 독일, 영국보다는 미약하지만 영국과 수치를 합산할 경우 두 국가의 CINC는 독일보다 훨
씬 앞서게 된다. 게다가 독일을 끊임없이 견제하던 소련도 1920년부터 1938년까지 매년 독일보
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 종합해보면 독일의 종합전력은 1919년 패전 이후 잠시 동안의 침체기를
겪은 이후 꾸준히 성장해 왔지만 그 수준은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훗날 연합국이 될 국가
들의 종합전력을 합산한 수치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당시 독일이 재건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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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력만으로는 주변 강대국에게 심대한 위협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1: 1919-1939년간 독일과 주변 강대국의 CINC 지표 추이>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독일

영국

프랑스

소련(러시아)

0.0768

0.1109

0.0613

0.0631

0.0720

0.1276

0.0582

0.1032

0.0926

0.0982

0.0501

0.1485

0.0839

0.0945

0.0573

0.1444

0.0907

0.0990

0.0577

0.1048

0.0796

0.1072

0.0610

0.0841

0.0816

0.0956

0.0602

0.1017

0.0794

0.0774

0.0603

0.1150

0.0842

0.0911

0.0627

0.1188

0.0777

0.0830

0.0588

0.1251

0.0767

0.0810

0.0555

0.1337

0.0739

0.0784

0.0611

0.1492

0.0701

0.0782

0.0647

0.1581

0.0700

0.0827

0.0689

0.1525

0.0777

0.0795

0.0638

0.1576

0.0891

0.0804

0.0575

0.1645

0.1026

0.0740

0.0518

0.1796

0.1151

0.0766

0.0530

0.1482

0.1179

0.0770

0.0475

0.1479

0.1542

0.0778

0.0456

0.1644

0.1780

0.0997

0.0395

0.1381

출처 : Correlates of War Project (2021). 저자 편집.

공격능력은 마찬가지로 Correlates of War의 총 병력 수(Military Personnel)와 국방비 지출
(Military Expenditure)을 이용하여 산출했다. 두 수치는 각각 그 해의 총 병력 수와 국방비 지출
을 의미한다. 병력 수는 기준 연도 1월 1일에 전투 가능한 병력을 집계한 것이며 만약 동원과
같은 이유로 그 해에 급격한 병력 변화가 있다면 이는 다음 해 1월 1일에 적용된다. 또한 병력
수는 오로지 정규군만을 포함한다. 국방비 지출은 한 해의 총 지출액을 의미하며 예비군과 정규
군의 구분 없이 군사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의 지출액을 집계한 것이다 (Greig et al.
2017, 13-15; 23-25). 독일의 병력 수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9년부터 베르사유 조약으
로 인해 11만여 명으로 고정적이었다. 그러나 1933년 나치당의 집권이 시작되고 히틀러가 재무
장을 선언함으로써 병력 수는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후 빠르게 증가한 병력은 1935년 46만 명
을 돌파하여 영국을 추월했고, 1936년에는 59만 명으로 프랑스를 앞지르게 된다. 국방비 지출
또한 꾸준히 증가하다가 1933년을 기점으로 전해 지출의 약 3배 이상 상승하면서 급격히 증가
한다. 결국 1935년에는 영국과 프랑스 두 국가의 국방비 지출을 합한 비용보다 많은 비용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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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다. 독일의 종합전력이 미비한 변화를 보이다가 오스트리아와 주데텐란트 병합 등을 통해 상
승한 것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공격능력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33년 나치당의 집권 이후 병력과 국방비 지출이 급증한 것을 보면 이는 나치당의 공격성이 실
제적인 전력을 통해 입증되는 것이므로 주변국의 우려를 낳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표 2: 1919-1939년간 독일과 주변 강대국의 공격능력 추이>
(단위: 천 달러(2021 USD) / 천 명)
독일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영국
병력 수

국방비

병력 수

국방비

80023
79025
74696
27754
866282
118739
147858
156632
169185
183045
164457
162783
146845
149553
452198
709088
1607587
2332782
3298869
7415163
12000000

114
114
114
114
114
114
114
114
114
114
114
114
114
114
118
315
461
596
603
782
2750

745209
1475661
824711
549008
584227
584242
580411
562657
567952
542969
534694
512181
489350
326642
333267
540015
646350
892341
1245603
1863997
7895671

1333
596
448
368
337
337
342
341
338
330
325
318
319
317
316
318
321
336
350
376
394

프랑스
국방비
병력 수
634729
361910
318474
476084
418297
261851
324761
281326
452194
381380
377983
498642
495306
543528
524231
707568
867102
995347
890526
919284
1023651

2364
1457
547
545
511
479
475
471
494
469
411
411
441
422
449
458
548
588
613
581
581

소련(러시아)
국방비
병력 수
1417699
1183426
1337524
1646534
885597
835358
1447885
1724660
2044459
2372196
2798721
3519631
3509380
2228018
2363450
3479651
5517537
2933657
3446172
5429984
5984123

1550
3050
5500
3600
2100
562
562
562
562
562
562
562
562
562
885
940
1300
1300
1433
1566
1789

출처: Correlates of War Project (2021). 저자 편집.

Ⅳ. 주변국에 대한 독일의 위협과 대응
영국
근접성: 영국은 전통적으로 대륙에서 한걸음 떨어져있다는 이점을 활용해 왔다. 유럽 대륙을
지배하고자 하는 세력이 부상하면 그 반대 진영에 힘을 실어 균형을 맞추었고 이를 통해 대륙의
위협이 영국으로 향하는 것을 막아왔다. 전간기 독일의 부상도 마찬가지로 영국과는 물리적 거리
가 있기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위협이 되지는 않았지만 영국은 끊임없이 조율자의 느낌을 강하게
주는 역할을 해왔다. 다만 이러한 지리적 이점에 안주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전간기에 핵심적인

9/18

무기로 등장한 항공기를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무기체계는 섬이라는 영국의 지리적 이
점을 약화시킬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조용욱 2011, 200).
공격의지: 독일은 전후 베르사유 조약에 가혹함을 느끼고 이에 대한 수정주의적인 입장을 지
속적으로 비쳐왔다 (테일러 2020, 105-107). 독일의 이러한 움직임에 반응하여 로카르노 조약
이 맺어졌고 독일의 국제연맹 가입도 승인되었다 (전재성 2008, 23).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였던
독일과의 관계는 나치당과 히틀러의 집권 이후 급격히 불안해졌다. 독일은 먼저 라인란트 진주를
통해 로카르노 조약을 파기했고 이를 통해 동부 유럽으로의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어
진 오스트리아 병합과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위협이 시작되었고 동시에 에티오피아를 침공한
이탈리아가 독일과 협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독일의 움직임은 영국 영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
지는 않았다. 하지만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을 주도하고 유럽 대륙의 안정을 꾀하
는 입장에서 바쁘게 움직여야만 했다.
영국의 대응: 영국의 대응은 유화적이었다. 서유럽으로는 라인란트 진주를 인정해주었고 독
일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동유럽 국가들과도 다방면으로 협력했으나 모두 군사적인 조치는
피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신규 2009, 80). 스페인 내전에 독일과 이탈리아가 깊게 개입
할 때도 영국은 방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균형 동맹을 형성하고 독일을 압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나 제1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겪은 영국은 적극적인 대응을 주저했다. 네빌 체임벌린이 총
리가 된 후에는 유화정책을 통해 평화를 이끌고자 했으나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를 너무
도 쉽게 넘겨주는 결과를 낳았다 (McDonough 1997, 73-75).
프랑스
근접성: 독일과의 근접성으로 인해 가장 큰 불안감을 느낀 국가는 프랑스일 것이다. 처참한
제1차 세계대전을 겪고도 보란 듯이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 프랑스가 베르사유 조약의 체결 이후
로도 끊임없이 독일을 무력화시키고자 노력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테일러 2020, 108-111). 프랑스가 베르사유 조약의 가혹함을 일부 인정하고 독일에게 유화적
이었던 영국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인 이유 역시 근접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프랑스는
로카르노 조약을 통해 국경 지역을 비무장화하고 마지노선을 구축하는 등 독일과의 근접성을 최
대한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전재성 2008 22-23).
공격의지: 로카르노 조약을 맺고 독일이 국제연맹에 가입하며 위협이 완화되는 듯 하였으나
나치당과 히틀러의 집권으로 인해 프랑스는 다시금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히틀러 집권 직후 이
루어진 재무장과 라인란트 진주는 프랑스 국경 지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고, 오스트리아와 체
코슬로바키아 합병 그리고 폴란드 침공은 독일의 동유럽 영향력 확장과 더불어 서유럽으로 진출
하기 위해 배후의 적을 없애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프랑스의 대응: 프랑스는 초기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확고한 태도와 독일의 무력화를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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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장하며 누구보다도 강경한 대응을 보였지만 점차 독일의 성장과 확장에 따라 소극적으로
태도가 변화했다. 영국과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독일을 확실하게 견제하지 못했지만 만약 영국과
의사를 일치시키고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했다면 독일에 대한 균형을 형성할 수 있었을 것이
다. 특히 에티오피아 침공 후 이탈리아가 독일에 편승하면서 프랑스 남부지역에 대한 위기감이
증대되고 점차 방어적으로 독일에 대응하게 된다 (김용덕 2008, 226). 폴란드를 비롯한 중부유
럽, 동유럽 국가들과 몇 가지 조약을 통해 균형의 가능성도 보였지ㅣ만 이는 결국 독일의 진로를
동쪽으로 돌리려는 의도로 비쳐졌다 (김신규 2009, 74).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에는 독일의
연이은 합병에도 군사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개전 초기 ‘가짜전쟁’에서 드러나듯 군
사력 사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탈리아
근접성: 이탈리아는 독일 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오스트리아를 사이에 둔 것을 제외한다면 상
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만약 오스트리아로 독일의 영향력이 확대된다면 이탈리아는 독
일을 직접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에 대한 독일의 위
협을 극도로 경계했다 (테일러 2020, 185).
공격의지: 1934년 오스트리아 내부에서 나치당 세력이 총리를 살해하고 쿠데타를 일으킬 당
시 이탈리아는 독일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경에 병력을 배치했다. 이탈리아는 위와 같은 독일의
확장성에서 느끼던 위협과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감을 동시에 경험해야 했는데 이는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공에서 비롯되었다 (McDonough 1997, 71). 이탈리아가 경제위기를 비롯해서 국
가 내부의 위기를 겪을 때 무솔리니는 파시즘을 앞세워 정권을 장악했다. 그는 로마의 재건을 외
치며 확장적인 정책을 펼쳤는데 특히 지중해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했고 그 일환으로
1935년 에티오피아를 침공한다. 확실한 명분 없이 확장성에 의해 에티오피아를 공격하여 점령하
는데 성공한 이탈리아는 그 역효과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국제연맹에서의 고립을 받아들여야 했
다. 특히 영국이 앞장서서 이탈리아에 대한 국제연맹의 제재를 주장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1938년에 오스트리아는 완전히 독일의 영토가 되었다.
이탈리아의 대응: 이탈리아는 국제연맹에서의 고립을 회피하고 지중해에 대한 확장을 지속하
고자 독일의 오스트리아 합병을 인정했다. 국젱연맹을 탈퇴하고 독일과 함께 확장적인 정책을 같
이 하여 승리의 이익을 획득하려는 편승 정책이었다. 1938년 말에 무솔리니는 히틀러를 완전히
지지한다고 선언했고 독일이 프랑스에 의해 공격당할 경우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Boyce &
Maiolo 2003, 39-48). 마침내 1939년에는 이탈리아-독일 간에 ‘강철조약’을 체결하며 군사적
동반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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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근접성: 소련은 독일과 직접적으로 인접한 국가는 아니며 양국 사이에는 체코슬로바키아, 폴
란드 등의 중부유럽 국가가 위치했다. 소련에게 이들 중부유럽 국가는 공산주의 사상 전파의 대
상이며 궁극적으로는 독일의 위협에 대한 완충지대였을 것이다. 오스트리아 합병, 체코슬로바키
아 합병, 폴란드 침공 등 시간이 흐를수록 동진하는 독일로 인해 근접성은 증대되어왔다. 게다가
히틀러는 이전에도 발칸반도 및 우크라이나 지역의 자원과 생활권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 왔으므
로 소련에게 있어 독일과의 근접성은 시한폭탄과도 같았을 것이다 (김용덕 2008, 220).
공격의지: 소련에 대한 독일의 공격성은 히틀러의 나치당이 집권한 이후로 강력하게 급증했
다. 히틀러는 소련의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반 공산주의 운동을 벌여왔
고 이와 동시에 동유럽에 대한 야욕도 드러내왔다. 독일은 스페인 내전에서는 반 공산주의 세력
인 국민파를 지원하며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으려 노력했다. 결정적으로는 1936년 독일이 일본과
반 코민테른 협정을 맺으며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듬해에 이탈리아가 반 코민
테른 협정에 참여하면서 독일, 일본, 이탈리아 간에 소련을 겨냥한 연대가 시작된 것이다 (홍성곤
2012, 227). 이는 소련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으며 그 위협은 독일이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를 차례로 합병하면서 더더욱 소련을 압박해왔다.
소련의 대응: 소련은 위협을 피하고자 독일에 편승한다. 1939년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
아에 이어 독일의 폴란드 침공이 확실해지자 소련은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 만약 아무런 대
응 없이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한다면 다음 상대는 오로지 소련이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홍성곤
2012, 212; 황동하 2001, 136). 우선 소련은 영국과 프랑스에게 3국 동맹을 제안했다. 이 동맹
은 구성원이 공격받을 경우 군사적 지원과 원조를 약속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의 폴란드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했으나 군사적 지원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에
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은 삼국의 협상이 원활히 진행된다면 폴란드
침공이 어려워질 것을 예견했고 소련에게 영국, 프랑스가 아닌 자신들과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독일은 폴란드를 우선순위로 두고 이를 위해 소련과의 불가피한 연대를 추진한 것이다. 소련은
지지부진했던 영국과 프랑스의 삼국협상과 독일 사이에서 이중협상을 벌였고 결국 동유럽에 대
한 영향력 인정과 안보문제 보장을 더 적극적으로 제시한 독일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렇
게 소련은 독일의 위협을 피하고자 불가침조약을 맺으며 방어적 편승을 선택했다 (황동하 2001,
144; 임경훈 1998, 205).
체코슬로바키아
근접성: 근접성의 측면에 있어서 체코슬로바키아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독일의 동부에서 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위협이 되겠지만
더 큰 문제는 민족 문제에 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단일민족이 아닌 다민족 국가이다. 그 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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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데텐 지방에 거주하는 350만 명의 독일인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다. 주데텐 지방은 독일과 국
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었으며 그 지방의 독일인들은 끊임없이 독일 민족주의 운동을 벌여왔다
(테일러 2020, 291-295). 게다가 주데텐 지역 이외에도 발티츠코, 흘루친스코 지역 등이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기존의 독일 영토에서 체코슬로바키아의 영토로 편입되었으니 체코슬로바
키아에는 히틀러가 직접적으로 영토를 요구하기에 좋은 구실이 국경 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다.
공격의지: 공격의지의 측면에서 독일은 히틀러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주데텐 지역에 대한 욕
심을 드러냈다. 191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건국 이후 주데텐 지역의 독일인들은 독일로의 통합을
목표로 내세우며 지속적으로 독일의 침공을 유도했다. 히틀러 등장 이후에는 주데텐 독일당이 결
성되어 독일의 지원 하에 체코슬로바키아 정부에 다양한 요구를 해왔다. 게다가 1938년 3월에
는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하며 끊임없이 동부 유럽에 대한 공격성을 비쳤으며 체코슬로바키
아 입장에서는 칼날이 턱밑까지 들어온 상황이 되어버렸다. 오스트리아를 합병한 독일은 노골적
으로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에 대해 공언했다. 결국 1938년 9월의 뮌헨협정에서 체코슬로바키아
를 제외한 채 주데텐란트는 독일에 편입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김신규 2006, 79;
McDonough 1997, 75-78).
체코슬로바키아의 대응: 체코슬로바키아는 독일의 위협에 맞서 끊임없이 균형 동맹을 형성하
고자 노력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대통령 마사리크가 ‘중부유럽’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독일과 소련의 사이에 있는 국가 간의 협력관계를 형성하고자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제1차 세
계대전 직후 국경 분쟁으로 인해 실패했다. 1921년에는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와 함께 소삼국
협상(Little Entente)을 형성했고 1925년에는 프랑스와 동맹을 체결하여 독일의 위협에서 생존을
보장받고자 했으나 프랑스는 오로지 독일의 관심을 동부로 돌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었다.
1930년대에는 호자 총리가 기존의 소삼국협상에 오스트리아, 헝거리를 포함시키는 ‘다뉴브 연
맹’을 제시했으나 이 또한 이들 국가 간의 갈등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김신규 2006, 71-75).
1939년에 프랑스와 영국의 유화정책으로 인한 뮌헨협정으로 주데텐란트가 독일에 합병되면서
결과적으로 체코슬로바키아는 소삼국협상에서도 프랑스와의 동맹에서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
다.
폴란드
근접성: 폴란드는 독일뿐 아니라 소련과도 근접해 있었다. 공격적이고 강대한 두 국가 사이
에서 폴란드의 외교 노선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겨우 나라를 되찾
은 폴란드는 나라를 되찾자마자 독일과 소련 사이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되찾고자 노력해야 했다
(김용덕 2008, 214). 폴란드에 위협적이던 독일에는 히틀러가 등장해 동방으로 진출하기 시작했
고 소련에서는 스탈린이 공산주의를 전파하고자 했다. 1939년 히틀러가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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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키아를 차례로 합병한 상황에서 폴란드는 결국 독일과 직접 국경을 맞대게 되었으며 동시에
우크라이나로 독일이 진출하는 길목에 위치했기에 독일이 침공할 것이라는 위기감은 고조되어갔
다 (테일러 2020, 360).
공격의지: 로카르노 조약 체결 이후 독일은 동쪽으로의 공격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대공황을 거치며 등장한 나치당은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폴란드와의 국경선을 수정하자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용덕 2008, 218-221). 마침내 집권하기 시작한 히틀러는 폴란드의
회랑이 독일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 히틀러는 국제연맹을 탈퇴하며 빠르게
재무장하기 시작했고 결국 1938년에는 독일의 병력 수가 폴란드의 병력 수를 뛰어넘게 된다. 그
해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강제로 합병하면서 폴란드가 우려하던 독일의 공격성은 수면 위로 드러
나게 된다.
폴란드의 대응: 폴란드는 독일의 위와 같은 위협과 동시에 소련의 위협에도 직면해야 했다.
이에 폴란드는 독일과 소련의 사이에서 균형적인 외교를 유지하면서도 독일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이에 폴란드는 1934년에 독일과 불가침조약을 맺으며 프랑스 또는 영국과의
협력이 아닌 독일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 위협을 피하고자 했다. 1939년 독일이 체코슬로바
키아의 주데텐란트를 합병했을 때는 폴란드 또한 체코슬로바키아에 자올지에 지역을 병합한다
(김용덕 2008, 229). 사실 독일과 불가침협정을 맺고 독일과 거의 동시에 체코슬로바키아의 영
토를 획득한 모습으로 인해 폴란드가 독일에 완전히 편승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폴란드
는 그저 독일과 소련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독일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했을
뿐이며 이는 균형 동맹에 가입하여 독일에 맞서는 것과는 반대로 적절한 외교를 통해 자립할 기
반을 마련하려는 의도였다 (테일러 2020, 363). 이러한 폴란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폴
란드-독일 불가침조약의 연장과 함께 폴란드 단치히의 합병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에 거부한 폴
란드는 독일의 침공 첫 대상이 되고 말았다.

Ⅴ. 전간기 유럽의 균형과 편승, 그리고 동북아시아
전간기 유럽의 균형과 편승
월트가 제시한 4가지 기준을 통해 주변국에 미친 전간기 독일의 위협을 분석한 결과 각국
은 각자가 처한 상황과 역량에 따라 균형 또는 편승을 선택했음을 볼 수 있었다. 이탈리아와 소
련은 독일에 편승한 대표적인 국가로 이탈리아는 고립을 타파하고 지중해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
하고자 공격적 편승을 택했고, 소련은 독일의 동진을 저지하기 위해 방어적 편승을 택했다. 체코
슬로바키아는 균형 동맹을 형성하고자 했으나 강대국들의 소극적인 반응과 지나친 근접성으로
인해 결국 독일에게 합병당했다. 폴란드는 주변 약소국에게는 편승국처럼 보일지라도 독일과 소
련 사이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노력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그 정도는 다를지라도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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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게 유화정책을 펼쳤다. 편승을 택한 국가들은 독일의 위협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한 결론을
내린 반면 균형을 택했거나 이를 위해 노력한 국가들은 비교적 공세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이는 균형을 통해 군사적으로 적극 대응하기에는 제1차 세계대전의 참상이 너무나도 선명했으며
균형을 꾀하는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노골
적으로 변하는 독일의 위협에 강력하게 대항하는 균형 동맹은 형성되지 못한 채 제2차 세계대전
이 발발하게 된다.
그러나 월트의 위협균형이론을 통해 전간기 독일의 위협을 분석하고 주변국의 대응을 균형
과 편승으로 나누어 파악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한계가 있었다. 우선 각국이 선택한 선택지에는
균형과 편승만이 있는 것이 아닌 유화, 관여, 고립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했다. 월트의 이론에 따
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에는 당시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국가 내부적인 상황이 단순하지 못했
다. 게다가 파괴적이었던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심리적 요인도 작용하여 균형인 듯 보이나 방
관하는 듯한 정책도 존재했다.
또한 독일의 위협에 대한 분석 중 종합전력과 공격능력은 CINC score을 통해 분석했는데
통계적인 수치가 담지 못한 당시의 상황과 기술력, 질적 요인 등이 있을 것이다. 특히 공격능력
의 경우 무기체계는 국방비 지출만으로 파악하기에는 상성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병력 수 또한 그 훈련 수준을 가늠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동북아시아에 대한 함의
현재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처한 상황은 한마디로 ‘안미경중’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지만 경제적 교류로 인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확
실한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다르게 호주, 일본, 인도는 미국과 안보적
으로 협력하며 쿼드(Quad)를 결성하는 등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쿼드 이외에도 동북아
시아에는 오커스(AUKUS), 파이브 아이스(Five Eyes) 등 중국의 위협에 대항하는 균형 동맹이 존
재한다. 전간기에는 독일에게 확실하게 편승한 세력이 존재했고 균형 동맹이 불분명했다면 현재
동북아시아에는 이와 반대로 중국에 대항하는 균형 동맹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상황이다. 전간기
에는 균형의 부재로 독일의 전쟁을 예방하지 못했지만 현재의 중국은 확고한 균형을 직면하여
섣불리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한국은 이에 착안하여 완벽한 균형 동맹의 일원이 될 수는 없더
라도 중국의 패권에 대한 우려로 섣불리 편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전간기는 강력한 힘과 의지를 가진 독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강대국, 중견국, 약소국
할 것 없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고민하던 시기였다. 어떤 국가에게는 독일 이외에도 소련이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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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문제로 얽힌 주변국가들도 위협적이었기에 모두가 독일의 위협에 집중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
다. 게다가 제1차 세계대전의 참상이 다 가시기도 전의 상황이었으며 어떤 국가들은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독립을 하기도, 영토를 빼앗기기도 했기에 그 누구도 공동의 위협에 오롯이 집중
할 수는 없었다.
월트의 이론대로 독일의 위협에 대해서 4가지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종합전력을 통
해 주변국에 비해 월등하지 않았던 독일의 국력이 합병을 통해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
었고 국방비 지출과 병력 수 변화를 통해 나치당과 히틀러 집권이후 독일이 공격능력을 급격하
게 강화해 왔는지 알 수 있었다. 또한 근접성을 통해 독일의 인접국들이 느꼈을 위협을 알 수 있
었고 지속적으로 근접성을 줄이고자 독일의 확장을 막으려던 의도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
로 독일의 민족문제, 영토문제, 국경지대 무장화 등이 각국에게 어떤 수준의 위협으로 다가왔는
지 알 수 있었다. 다만 상기 언급한대로 각자에게는 각자의 위협이 있었고 독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의 여파가 너무도 강했기에 군사적으로 독일을 억제할 수 있는 확실
한 균형 동맹은 형성되지 못했다. 또한 전간기는 균형과 편승의 측면으로만 분석하기에는 각국이
처한 상황과 선택의 폭이 너무도 넓어 한계가 있었다.
전간기를 주제로 다룬 위협과 각국의 대응을 동북아시아에 적용해보면 현재 동북아시아의
위협국가는 중국이며 각국이 이에 대응하여 쿼드, 파이브 아이스, 오커스 등의 균형 동맹을 형성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협을 견제할 확실한 균형 동맹이 부재했던 전간기와 다르게 현재 동
북아시아에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국은 편승의 결과와 균형 동맹이 가
져올 결과를 고려하여 대중국 외교에 신중을 기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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