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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군사기술 혁신, 방위산업 육성이 상호 연계되어 있는 군사혁신에서 동맹은 어떤 영향을 미치
는가?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군사혁신과 동맹협력의 인과관계를 비교적 시각에
서 분석한다. 전후 한국과 일본의 군사변환은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혁신을 수동적, 반응적으로
수용한 결과였다. 그런데 최근 안보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군사기술 혁신과 방위산업 육성을 연계
하여 군사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동맹협력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은 동맹의존을 축
소하는 내생적 혁신전략을 추진하는 반면 일본은 동맹협력을 강화하는 외생적 혁신전략을 추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혁신 전략이 동맹협력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미래 군사전략에 대한 함의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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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본 연구는 군사혁신(RMA)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기술 혁신과 방위산업 육성을 동맹국가와의
상호관계에서 탐구한다. 특히 미국과의 비대칭 동맹관계에서 군사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이론적, 역사적 시각에서 비교하고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탈냉전
이후 경제-안보가 분리된 비대칭적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다자안보협력이 부재하는 동아시아 국
가들은 경제성장에 비례하여 군비를 증강해왔다(Klare 1993). 그런데 최근 동북아의 군비경쟁,
특히 한국과 일본의 군사혁신 전략을 전후 체제와 단절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구조적, 전략적 군사균형(military balance)을 유지하기 위한 군비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재균형’에서 시작되어 트럼프-시진핑 시기 본격화된 미중경쟁의 본질
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군사적 불균형이 전략적 안정성(strategic stability)를 변화
시키기 때문이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2025년 우주는 물론 공군, 해군 및 미사일 전력에서 중
국이 압도적 우위를 가지게 될 것으로 평가했다(Minihan 2020). 미중 방위비가 증가하면서
2019년 세계 방위비가 탈냉전 이후 최대인 4.0% 증가했다 (IISS 2021).1) 미 국방부는 2020년
‘태평양억지구상(The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예산을 신설했고 2022년 50.87억 달러의 예
산을 반영했다 (DoDB 2021). 양적 군비증가와 함께 전략적 군비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핵 군축
의 공백을 활용하여 중국이 반접근·지역거부(A2/AD)능력을 증강함에 따라 미국은 2018년 중
거리핵전력조약(INF)을 파기하고 핵전력의 현대화를 결정했다. 핵무장한 북핵문제 역시 동북아의
전략적 트릴레마(strategic trilemma)를 심화시키고 한국과 일본의 군비경쟁을 촉발시켰다(윤대엽
2019).
둘째,

동북아의

군비경쟁은

기술경쟁(technology

race),

또는

‘신흥기술의

무기화

(weaponization of emerging technology)’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김상배 2019a; 2019b). 미
국이

추진하는

‘제3차

상쇄전략’은

기술주도

군사변환(technology-driven

military

transformation)을 통해 중국에 대한 전략적,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O‘Hanlon
2018; Chin 2019).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 상원은 초당적
인 합의에 따라 ’미국혁신경쟁법‘을 제정하고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및 외교, 군사, 경제 등의 경
쟁우위를 위해 향후 5년간 2,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경쟁전략을 가결했다 (윤대엽 2021).2) 기
술적 우위를 위한 군사기술 혁신과 방위산업의 육성 전략도 추진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군사
전략의 기반인 군사기술-방위산업-대외협력을 ‘국가안보혁신기반(National Security Innovation
1)
2)

세계 방위비의 순증금액 중 미중은 70%를 점유한다.
2022년 1월 미 하원은 ‘미국경쟁력강화법 (America COMPEITES ACT. ACA 2022)’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2005년 미국과학한림원의 보고서에 따라 2007년 제정되어 2010년 개정된 돔영의 법안을 개
정한 것으로 2022년 중복영역의 조정을 통하 통합입법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대엽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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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으로 재정의 하고 군사기술-방위산업-동맹협력을 연계하는 국가전략을 추진했다(DoD
2018, 4). 미중은 물론 주요국이 무기화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자율무기체계, 초음속무기, 사이
버무기는 전후 관리되어 온 핵 및 재래식 무기의 전략적 안정성, 또는 억지균형을 근본적으로 변
화시키는 ‘기술적 상호확증파괴 (techno-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Pei 2021; Klare 2018).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방연구개발비의 증가는 ‘기술적
군비경쟁’의 최근 추세를 명시적으로 대변한다. 국방연구개발비의 증가는 방위비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미국의 국방연구개발비는 2014년 461억 달러에서 2020년 790억 달러로
71.3% 증가했다. 주목할 것은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의 국방연구개발비가 정체되어
있고, 독일의 경우 소폭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1> 주요국의 국방 연구개발비, 2012-2020 (PPP 백만달러)

자료: OECD Government Budget for Defense R&D 2020
셋째, 안보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한국과 일본 역시 군사기술, 방위산업을 연계한 포괄적 군사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군사혁신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1) 우
선 군사혁신의 명시적, 암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미중경쟁이 초래하는 구조적, 전략적 안보
딜레마에서 잠재적 또는 명시적 위협으로서 중국과 북핵 위협은 한일 군사혁신의 원인이다. (2)
지휘체계, 전력체계, 부대구조, 병력구조에 대한 포괄적 군사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76년 이후 변경된 바 없는 ‘기반적 방위력’이 2010년 ‘동적방위력’으로 변경되었고, 아베 내각
은 이를 ‘통합기동방위력(2013)’과 ‘다차원통합방위력(2018)’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국가안전보장
회의와 국가안전보장국을 신설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등 안보체계, 안보법제, 자위대의
부대구조, 전력체계, 지휘구조에 대한 포괄적인 안보개혁을 추진했다. 한국 역시 포괄적인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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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된 국방개혁은 2006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개혁법)이 법제화되면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특히 전시작전권의 전환에 필요한 군사력
건설, 핵무장한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한 군사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3) 그리고 군사기술방위산업을 연계하는 포괄적 군사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아베 내각은 전후 일본의 방위정책을 제
약했던 ‘무기수출3원칙’을 폐지하고 2015년 군사기술 혁신 및 방위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방위장
비청을 개청했다. 방위장비청은 ‘방위생산·기술기반전략(防衛生産・技術基盤戦略)’에 따라 민
군관학 및 대외협력을 강화하는 군사기술 혁신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김진기 2017). 한국의 군사
기술 및 방위산업 정책은 2006년 국방개혁법 및 방위사업법이 제·개정 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를 근거로 일본보다 빠른 2006년 군사기술 혁신 및 방위사업 지원 등 국방획득을 총괄하는 방
위사업청이 설치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위산
업발전법)을 법제화했다. 자주국방의 정치화와 함께 군사혁신의 법제화는 한국의 국방연구개발비
가 2000년대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해온 제도적 요인이다.
안보적 환경, 기술적 위협, 정치적 동력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혁신은 군
사기술 혁신과 방위산업 육성에 있어 비교적인 쟁점을 제기한다. 군사혁신, 특히 기술주도의 군
사변환의 과제는 미중은 물론 세계 주요국의 과제가 되었다(김상배 2020; 2019a). 기술주도 군
사변환에 대해서는 (1) 미래전장을 전환시키는 군사기술 (O’Hanlon 2018), (2) 군사기술 혁신에
서 국가의 역할 (Chin 2019), (3) 특히 미중 군사기술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 (Gilli and Gilli
2018/19), 그리고 (4) 기술적 우위를 위한 민군(civil-military)협력의 과제(Brooks et al. 2021)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군사혁신과 동맹체제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진
전되지 못했다. 제2장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바와 같이 전후 군사혁신을 정의하고 주도한 것
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방위비는 물론 연구개발 투자, 인력, 산업을 선도하고 지배했다. 반면 비
대칭 동맹체제에서 한국과 일본의 점진적 군사전환(military transformation)은 미국의 전략적, 작
전적, 운용적 군사혁신을 수용하고 학습한 결과다. 경제, 기술, 무역 등 한국과 일본이 세계시장
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달리 방위기술 및 산업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이 때문이다.
군사기술-방위산업-군사전략을 연계한 한국과 일본의 군사혁신은 어떤 비교적인 특성을 가
지고 있는가? 미국과의 동맹체제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혁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2010년을 전후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
혁신은 전후 군사기술 및 방위산업 기반의 포괄적인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한국의 군
사혁신은 내생적 기술-산업 육성을 목표로 동맹의존이 축소되고 있다. 셋째, 일본의 군사혁신은
외생적 기술-산업 육성을 목표로 동맹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혁신과 동맹협
력이 보복적 억지력(deterrence by punishment) 및 거부적 억지력(deterrence by denial)이라
는 군사전략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논의는 5개의 장으로 구분하
여 전개한다. 다음 장에서는 전후 군사혁신을 주도한 미국이 동맹국의 군사혁신과 방위산업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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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영향을 검토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각각 일본과 한국의 군사기술 및 방위산업을 연계한
군사혁신을 비교하여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기술주도 군사변환의 시대 군사혁신에 있어 동맹협
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검토한다.

II. 방위산업, 군사혁신과 동맹: 접근시각
군사혁신은 걸프전의 ‘충격’을 계기로 제기되어 군사전략과 전쟁사 연구에 회고적으로 적용된
개념이다 (프리드먼 2014). 군사변혁(military transformation), 군사변화(military change), 국방개
혁(defense reform), 또는 국방개선(military upgrade) 등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군사혁신에서
‘혁신(innovation)’이 아닌 ‘혁명(revolution)’이 강조된 것은 전략과 기술의 혁명적인 군사변혁이
생존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략, 무기, 부대, 병력 등의 포괄적인 변화가 수반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앤드류 마샬(Andrew Marshall)은 군사혁신이 ‘새로운 기술을 획기적으로
적용하여 전쟁 양상이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군사 독트린, 군사작전, 군사조직의 변화를
통해 군사적 활동의 성격과 수행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앤드류 크레피네비치
(Andrew F. Krepinevich)는 좀 더 구체적으로 ‘(1) 새롭게 등장한 기술을 이용하여, (2) 새로운
군사체계(military system)를 개발하고, (3) 작전운용에 필요한 혁신과 (4) 조직혁신을 통해 전투
효과(combat effectiveness)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했다. 요컨대 군사혁신은 군사기술의 변
화를 수용하여 지휘, 전력, 부대 및 병력구조를 혁신하는 군사변혁을 통해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
는 것이다(Cohen 2004; Knox and Murray 2001; Hundley 1999, 11-17).
전략적 우위를 위한 끊임없는 군사혁신 경쟁은 주체를 중심으로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산업혁명 이후 군사기술과 군사전략을 통합하여 군사혁신을 주도한 것은 서구였고, 군사혁신은
서구가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인이었다 (Parker 1996). 둘째, 군대가 군사목적의 기술혁신
및 방위산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군사혁신을 주도하기 시작한 것은 ‘핵 혁명(nuclear
revolution)’으로부터 시작된 ‘탈근대 전쟁(post-modern warfare)’ 이후다 (Gray 1997). 그리고
탈근대 전쟁의 군사혁신을 주도하고 지배한 것은 미국이었다(Laird and Mey 1999, 1).
산업혁명은 기술변화를 촉진하고 전쟁을 산업화했지만 전쟁에 활용되는 기술과 무기는 전적
으로 민간부문의 기술과 자원을 차용(spin-on)한 것이었다. 상비군의 규모가 크지 않고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는 군대운용에 따라 군사목적의 기술과 산업을 지원하는데 국가의 역할은 크지 않
았다. 그러나 핵 혁명이 초래한 공포와 억지력의 과제는 기술, 산업, 전략을 통합한 군사혁신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켰다.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목표로 하는
억지력 담론의 모순은 세 가지다. 첫째, 공멸이라는 실존적 위협에 대응하여 공격과 방어의 균형
을 대체하여 상시화 된 억지균형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Jervis 1979). 둘째, 이를 위해서는 핵
무기의 균형과 함께 적대국의 의도와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기술의 혁신이 무엇보다 우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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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마지막으로 적대국의 기술적, 전략적 우위를 압도하는 군사기술혁신(MTR)이 무엇보다 중
요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미소의 핵 경쟁은 상호확증파괴(MAD)라는 양적 균형에서 2차 공격능
력, 탄도미사일방어(ABM)에서 우주공간의 군사화(ex.전략방어구상)를 거쳐 탄도미사일방어
(BMD) 등의 경쟁으로 전환되어왔다.
<그림2> 미국의 국방 R&D* (1928-2020) 및 상쇄전략

1차

Ÿ
Ÿ
Ÿ
Ÿ
Ÿ

2차
Ÿ
Ÿ
2.5
차

3차

Ÿ
Ÿ
Ÿ
Ÿ

1950년대
핵 우위 전략
감시정찰기술
베트남전 이후
재래식무기의 고도
화
합동성(C4I), 정밀
타격
9/11과 비대칭 위
협
정 보 부 문 혁 신
(RIA)
전략적유연성
전략적 경쟁 우위
AI,자율무기, 인간
-기계

자료: DoD (2019), National Defense Budget Estimate for FY 2019, pp.135-141
* 붉은색 그래프는 실질가격, 파란색 그래프는 2019년 명목가격 기준

냉전경쟁에서 미국은 전략적 억지균형,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재래식 전쟁에서의 패배를 계기
로 기술적, 산업적, 전략적 군사혁신을 주도했다. <그림2>의 국방R&D 추이가 명시적으로 대변하
는 바와 같이 전후 미국의 군사혁신 전략에는 4차례의 중대한 전환점이 있었다. (1) 1950년대
추진된 1차 상쇄전략은 한국전쟁 이후 재래식 전쟁에 수반되는 물적 손실,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소련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핵 우위를 목표로 추진되었다. 소위 ‘아이젠하워 모델(Eisenhower
Model)’은 U-2, 인공위성 등의 감시정찰자산과 핵 기술 등 국가주도의 군사기술-방위산업 혁신
(spin-away)을 의미한다. (2) 1970년대 제2차 상쇄전략이 추진된 것은 약소국과의 작은 전쟁
(small war)에서의 실패 때문이다.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은 압도적 재래식 군사우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전쟁을 종결시키지 못하는 경우 정치적 지지와 경제적 자원을 동원하는데 실패할 수
있음을 경험했다(Mack 1975; Arreguin-Toft 2001). 제2차 상쇄전략의 핵심 목표는 정밀타격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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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합동지휘체계(C4I)의 혁신에 있었고, 이는 1980년대 공지전투 및 합동성 교리를 발전시키
는 출발점이 되었다. (3) 9/11테러 이후 럼스펠트 국방장관이 주도한 개혁(Rumsfelt Reform)은
사실상 2.5차 상쇄전략으로 간주할 수 있다. 기술적 대칭에 수반되는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는 정
보혁신(Revolution in Intelligence Affairs)과 군사력의 전략적 유연성이 핵심 목표였다. (4) 그리
고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작된 제3차
상쇄전략은 (1) 핵전력의 개선, (2) 인공지능, 자율무기, 첨단무기 체계를 통해 인간-기계의 협력
을 위해 군사전략-군사기술-방위산업을 연계한 군사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표1>에서 요약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술적, 산업적, 재정적 측면에서 군사혁신에서 미국의
위상과 비중은 압도적이다. 2020년 미국의 방위비는 7,780억 달러로 세계 방위비 지출에서
39.2%를 차지한다. 특히 세계 연구개발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9%지만 국방 연구개발비
는 550억 달러로 81.2%를 차지한다. 군사기술과 방위산업 기반에 있어서도 미국비중은 압도적
이다. 미국은 세계 100대 방위산업 가운데 40개가 미국기업이며 매출액에서는 60%의 비중을
차지한다. 방위산업의 경쟁력에 따라 세계 무기수출 시장에서 78.4%를 점유하고 있다.
<표1> 미국의 방위예산-무기이전-방위산업-연구개발 비중

방위예산(1)
구분

세계
미국
비중(%
)

무기이전(2)

방위산업(3)

총액 GDP비 수출
수입
100대
(십억$
중
(십억$ (십억$
(개)
)
(%)
)
)

매출액
(십억$
)

1,981
778

2.2%
3.4%

195.4
153.3

195.4
5.0

100
48

442.4
266.0

39.2

-

78.4

3.1

48

60.1

연구개발(4)
전체R& 국방R&
D
D
(십억$ (십억$
)
)
68.3
657.5
55.4
29.9

81.2

자료: (1) SIPRI Defense Expenditure Statistics (2021) 참조, 2020년 현재, (2) DoS, WDEAT (2019) 참조,
2017년 현재, (3) SIPRI Top 100 Arms Production and Military Services Companes 2019, 2018년 현재, (4)
연구개발: 전체 R&D, Sargent and Gallo (2021), 2019년 구매력(PPP)기준, 국방 R&D, Sargent (2020), 2017
년 현재, 총액은 OECD R&D 총액.

미국이 전후 방위산업과 무기시장에서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동맹국가가 전략, 기
술, 무기를 수입하는 시장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반대로, 동맹국은 미국의 군사혁신에 수반되는
군사전략, 군사기술, 무기체계를 수동적으로 수용함으로서 군사변환을 추진했다. 미국의 군사혁
신이 동맹국에 미치는 영향은 베트남전과 탈냉전이라는 두 번의 역사적 전환점을 계기로 확대되
었다. 첫째, 베트남전쟁을 전후로 미국의 무기이전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1970년대 이전까지 미
국은 동맹국에 직접 미군병력을 주둔시키고 방위비를 부담함으로서 동맹체제를 유지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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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1972년 미중 데탕트 이후 동아시아 병력을 감축을 추진했다. 미국의 전력공백이 한국과 일본
은 자주국방을 촉발시킨 가운데 미국은 동맹국에 대한 대외군사판매(FMS)를 확대함으로서 동맹
공약을 보완했다. 1970년 15억 달러에 불과했던 대외군사판매액은 1975년 120억 달러로 증가
한 것은 이 때문이다 (Watts 2008; 23). 탈냉전 이후 군사기술 혁신과 방위산업의 시장화가 결
부되면서 ‘미국주도 군사혁신’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1991년 걸프전에서 C4I에 기반하는 합동전
이 현실화되면서 동맹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미래전 경쟁이 촉발되었다. 더구나 탈냉전 이후 방
위산업의 구조조정과 시장화가 촉진되면서 세계 무기이전 규모는 냉전체제보다 큰 폭으로 확대
된 것이다 (Bitzinger, 1994; Mandel 1998)
한국과 일본의 전후 방위전략과 군사혁신 역시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혁신의 전략, 무기, 기술
을 수용하고 학습한 결과였다(Dibb 1997; Tan 2011). 미중소의 전략적 경쟁, 군사적 비대칭, 방
위자원의 제약은 한국과 일본의 방위전략이 미국과의 동맹협력에 의존해야 했던 이유다. 일본의
경우 헌법9조의 구속이 더해졌다. 더구나 비대칭 동맹에 수반되는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의
구속은 한국과 일본의 작전적, 운용적, 기술적 군사전략을 포괄적으로 구속했다. 첫째, 전략적 상
호운용성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군사전략은 목표, 방법, 수단에서 미국과의 협력에 의존했다.
둘째,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제도, 교범, 훈련은 물론 정보공유 등 작전
적 상호운용성이 발전되었다. 셋째, 기술적 상호운용성은 전략적, 작전적 상호운용성의 목표이자
결과이다. 한국과 일본의 핵심 육해공의 핵심 전력체계는 동맹의존 또는 협력을 통해 구축되어왔
다. 더구나 C4ISR에 기반하는 통합적 지휘통제체제가 발전하면서 정보자산-전투전력-지휘통제
에 있어 동맹체제의 기술적 상호운용성이 심화되어 왔다. 상호운용성의 구속에서 미국의 군사혁
신은 필연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체계(system), 부대(units) 및 전력(force)의 군사혁신을 적극적으
로 수용하고 학습하도록 강제했다. 1970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 무기수입의 98%가 미국에 의
존한 것을 이를 대변한다(장은석 2005, 12). 경제, 기술, 무역에 있어 한국과 일본의 위상과 달리
방위산업에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동맹의존의 결과다. 한국과 일본은 무기수입 비중
이 월등이 높으며, 전체 무역에서 무기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 비슷한 규모의 방위비를 지
출하는 국가들과 비교하여 100대 방산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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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한일 및 주요국의 방위산업 및 연구개발 비중
(1)

무기이전
구분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스라
엘

수출
수입
(십억$ (십억(
)
$)
0.7
8.3
23.1
3.6
3.0
4.1
1.4
3.6
10.9
1.7

4.6

무기/전체무역(
2)

100대 방산(3)

수출
(%)

수입
(%)

매출
(십억$)

비중
(%)

0.1
0.0
0.2
0.5
0.4

1.4
2.5
0.2
0.2
1.2

5.2
9.9
8.4
23.2
37.3

1.2
2.2
1.9
5.2
8.4

1.8

5.0

8.7

2.0

방위예산(4)
전체
R&D
(십억$ (백만$
)
)
45.7
3,377
49.1
1,199
52.7
1,530
52.7
1,431
59.2
2,379
21.7

-

자료: (1) DoS, WMEAT 2019, 2008-2017 10년 평균, (2) DoS, WMEAT 2019, 2008-2017 10년 평균,
(3) SIPRI Top 100 Arms Production and Military Services Companies 2019, 2018년 기준, (4) SIPRI
Defense Expenditure Statistics (2021).

군사기술, 방위산업은 물론 군사력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미국주도의 군사혁신이 지속될 것
을 고려하면 최근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군사혁신 전략은 흥미로운 비교쟁점을 제기한다. 한국
과 일본은 중국과 북한이라는 실존적 위협에 대응하고 군사기술 혁신이 초래한 미래의 전쟁(war
of future)에 대응하는 군사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전략적 비대칭, 기술적 위협과 동맹의 딜레마
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한일 양국의 군사혁신 전략의 핵심 쟁점은 (1) 군사기술과 방위산
업 혁신에 있어서 외생적 혁신(exogenous innovation)과 내생적 혁신(endogenous innovation),
(2) 동맹협력 측면에서 있어서 의존의 심화와 의존의 축소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다.
첫째, 군사기술 혁신과 방위산업 성장에서 내생적 요인과 외생적 요인의 문제다. 경제성장에
대해 기술변화와 같이 외부적으로 주어진 변수로 설명하는 신고전파 성장이론과 정부와 사회경
제적인 요인에 주목하는 내생적 성장이론이 경합해왔다. 군사기술 및 방위산업에 있어서 외생적
혁신은 기술과 자본을 외부에 의존하는 것으로 협력적 혁신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내생적 혁신
은 원칙적으로 방위전략에 필요한 기술, 자원을 내부적으로 동원하는 것으로 ‘자주국방’ 개념과
일치한다. 비대칭적 동맹의존 국가의 방위산업 전략은 모순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기술, 자원,
전략의 측면에서 동맹협력은 안보딜레마를 해소하는 효과적인 전략이다. 그러나 동맹협력이 안
보위협을 상쇄하는데 취약하거나 안보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경우 내생적 전략을 추진한다. 민군
겸용기술을 개발하고 전후방 연계산업을 육성하는 것 역시 방위산업 전략의 경제적 목표가운데
하나다 (장은석 2005, 12-14; 지일용·이상현 2015). 둘째, 동맹의 딜레마(dilemma of
alliance)의 문제다. 동맹협력에는 연루와 방기의 모순, 안보-자율성의 교환이라는 모순적 쟁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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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부되어 있다. 전후 한국과 일본의 제한적 군사변환 역시 양국의 전략적 의지와는 다른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 때문이다 (윤대엽 2021a; 2021b). 탈냉전 이후 안보위협, 안보전략과 국내정치
가 복합적으로 결부되어 동맹의 정치화(politicization of Alliance)되면서 동맹체제의 변화가 진행
되고 있다.
<그림2> 군사기술-군사혁신과 방위산업

<표3> 한국과 일본의 군사기술 혁신과 동맹

동맹협력의 강화
I

내생적
혁신

한국

II

III IV

일본

외생적
혁신

동맹의존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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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일본의 군사혁신과 군사기술-방위산업 전략
헌법9조, 미일동맹, 반군사주의라는 국내정치에 의해 결정되었던 전후 일본의 안보전략이 변
화되기 시작한 것은 탈냉전 이후다 (Green 1999; Sword 2019). 탈냉전 이후 평화국가, 국제주
의, 보통국가 등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국가정체성의 문제가 정치화되었다. 국가정체성 논의의
본질은 헌법9조와 안보위협에 대한 인식이었다 (박영준 2014; 이정환 2012). 그리고 전후 체제
이후 일본전략은 북핵문제, 9/11테러를 계기로 고이즈미 내각 출범에서 정치화되기 시작했다
(윤대엽 2021). 보통국가로서의 주권문제와 포괄적인 국가안보의 문제가 안보문제로 인식되는
가운데 1993년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안보문제의 정치화가 촉진되었다 (Catalinac 2016). 고이즈
미 내각 출범 이후 구조화된 일본정치의 보수우경화는 영토분쟁, 테러위협, 북핵 등의 대량살상
무기 위협 등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후 안보개혁이 본격 추진되었다.
<표4> 일본의 방위규범 변화, 1976-2018
구분

군사전략

1976

핵심목표
일본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직접 대항하기보다, 일본이 힘의 공
백이 되어 주변지역의 불안정 요인이 되지 않아야 함

방위대강
1995

기반적

방위대강

방위력

2004

독립국으로서 최소한의 방위력 보유
방위력의 역할로서 일본의 방위와 더불어 대규모 재해 등 각종
사태에 대한 대응
안정된 안전보장환경 구축에 대한 공헌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사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국제
평화 협력활동에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위대강

기능과 탄력적인 실효성 구축
기반적 방위력 구상에 따르지 않음 명시

2010

동적

각종 사태에 대해 실효적인 억제와 대처 능력

방위대강

방위력

아시아 태평양 및 세계적 안전보장환경의 안정화에 능동적으로

2013

통합기동

방위대강

방위력

2018
방위대강

다차원통
합

참여할 수 있는 방위력
긴박함이 증가하는 안전보장환경에 신속히 대응해, 해상우세, 항
공우세의 확보
기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위력의 통합운영
육해공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주, 사이버, 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
을 강화해 모든 영역의 능력 융합

방위력

영역획단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실효적인 방위력

자료: 일본방위성, 『방위백서 2020』참조

11/31

일본의 안보전략 규범은 역사적으로 두 번의 전환점이 있었다. 1976년 ‘기반적 방위력’이라
는 방위규범이 등장한 것은 미국의 동아태 전략의 변화에 대응하는 반응적 결과였다. 1969년 닉
슨독트린과 1972년 미중 데탕트에 이어진 주일미군 및 동아시아 주둔 미군이 감축되면서 방위
력을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대 동아시
아 주둔 미군병력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1970년대 82,264명이었던 주일미군은 1972년
56,000명, 1980년 46,000명으로 감축되었다. 같은 기간 유럽주둔 미군병력이 오히려 증가한 것
과 비교하면 데탕트로 인한 전력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1976년 전후 처음으로 등장한 ‘기반적
방위력’은 전력공백에 대응하여 자력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中島 2002; 2005). 핵심 목
표는 전수방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방위력을 구축하고 일본이 동아시아의 전략적 공백이 되지 않
는 것이다. 같은 시기 추진된 제4차 방위력 정비계획(1972-1976)은 방위산업 기반구축이 본격
추진된 점환점이다. 방위장비의 국산화 목표가 이전 50%에서 80%로 높아졌고, 군사기술 연구개
발비도 이전의 480억 엔 (전체예산의 1.8%)에서 1,750억엔 (전체 예산의 3.5%)로 대폭 증가되
었다(김진기 2008, 131-133). ‘동북아의 데탕트’와 미군감축과 달리 소련이 태평양 함대전력을
증강하면서 안보딜레마가 심화되었다 (Lind 2016; Smith 1999). 소련의 전력증강에 일본의 대
응은 두 가지였다. 첫째, 방위력을 증강하는 것이다. 일본은 1978년부터 F-15 전투기, E-2C 등
의 항공기, 100대의 P-3C해상초계기, 요시오급 디젤잠수함 획득사업이 추진되었다. 둘째, 1978
년 미일안보지침을 개정하고 서류상의 동맹에서 작전적, 전술적 협력을 강화했다. 미일방위지침
에 따라 전후 일본본토에 국한되었던 미일동맹의 대상영역을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영역으로
확대했다. 자위대의 작전영역이 최대 1,000해리로 확대되면서 자위대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었
으며, 상호운용성을 증대하기 위한 연합훈련이 시작되었다.
<그림3> 해외주둔 미군 및 주일미군 변화, 1950-2004

자료: The Heritage Foundation (2004), “Global US Troops Deployment, 195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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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70년대 안보환경 변화는 평화헌법과 미일동맹에서 군사변환을 모색해야하는 모순
을 심화시켰다. 평화헌법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방위력을 증강해야 하는 모순은 ‘동맹에 의존하는
내생적 모델’을 형성하는 원인이 되었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처음 발표하고 1976년
재확인된 무기수출3원칙3)과 비핵화 3원칙, 미키 내각의 방위비 1%원칙(1976), 그리고 경제협력
을 통한 동아시아 국가와의 화해를 추진한 ‘후쿠다 독트린’은 모두 일본의 방위력 증강에도 불구
하고 평화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모순에서 비롯된 정치적 결정이었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전후
논란 역시 ‘72견해’로 일단락되었다. ‘72견해’는 기시다 내각의 한정적 용인론을 변경하여 타국
에 대한 무력공격을 대상으로 하는 무력사용이 헌법상 용인되지 않는다는 전면 금지론으로, 방위
력 증강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했다 (서승원 2015; 윤석정·김성조 2019).
헌법9조의 구속에 따른 정치적 타협에 따라 일본은 미일동맹에 의존하는 내생적 모델
(indigenous model)을 구축했다. 일본의 내생적 모델은 두 가지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첫째, 부
국과 강군이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경제력에 부합하는 방위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동맹협력이 헌법9조의 원칙을 훼손하거나 미국의 분쟁에 연루되지 않는 전략적 헤징(strategic
hedging) 하는 것이다 (Hughes 2017, 4). 전후 체제에서 형성된 일본의 내생적 군사기술-방위
산업 모델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방위산업의 방산전업도4)가 타국에 비해 낮다. 2018년
기준 세계 100대 방산기업 가운데 일본은 6개가 포함되어 있다. 6개 기업의 평균 방산전업도는
7.1%로 한국 72.6%는 물론 영국 48.2%, 프랑스 57.1%, 독일 61.5%, 그리고 미국 51.3%에 비
해 훨씬 낮다 (SIPRI 2020).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육해공군 무기체계의 대부분을 국
내에서 조달하고 있다. 육상장비는 물론 P-1, US-2, SH-60K, HQs-103, F-15J, F-2A, T-4,
C-2 등의 항공전력, X-Band, C-Band, FPS 레이더와 PAC-3, SM-3 및 주요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조달하고 있다. 셋째, 일본이 내생적 군사기술-방위사업 전략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술 변화에서 고립되지 않고 첨단무기의 국내생산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술도입(licensed production)과 공동 연구개발 때문이다 (Hughes 2017, 4-5). 1979년 일미방
위협력지침 개정 이후 본격화된 일미간의 군사기술협력은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 BMD 기술협력으로 확대되어왔다 (김진기 2010).
아베 내각(2012-2020)이 (1) 안보정책기구, (2) 안보법제와 규범, (3) 자위대의 구조는 물론,
(4) 군사기술 혁신과 방위산업 육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안보개혁은 전후 안보전략의 구속을 본
질적으로 전환시켰다. 아베 내각이 추진한 안보개혁이 전후 방위전략과의 단절적인 특성은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변경을 통해 전후 방위전략을 구속했던 헌법

3)

4)

무기수출 3원칙은 (1) 공산국가, (2) 유엔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 (3) 국제분쟁 당사
국 및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수출을 금지한다는 원칙으로 사실상 일본의 방위산업이 해외무기이전
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작동해왔음
방산전업도란 전체 매출에서 방위산업 부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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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 구속을 해소했다. 2013년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집단적 자위권 및 안보법제 개정이 본격
화했다. 2014년 5월 발표된 안보법제간담회보고서는 집단적 자위권의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명
시했다 (윤석정·김성조 2019, 10-23). (1) 기술진보에 따른 안보위협의 본질적인 변화, (2) 국
제질서의 파워 밸런스 변화에 대응하여 (3) 미일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며, (4) 역내 다자안보협력
의 발전, (5) 국제사회에서 자위대의 역할을 위해서는 집단적 자위권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위대의 방위규범은 물론 미일동맹, 안보법제 개정의 원칙이 되었다. 둘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편하여 9대신회의 이외 4대신회의와 긴급사태대신회의를 신설하여 총리
주관의 안보정책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지원하는 국가안전보장국(NSS) 신설했다.
안보정책기구의 개편은 우주전략 및 사이버안보 등 일본의 정보혁신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Samuels 2019). 셋째, 안보전략의 법제화가 수반되었다. 침략사태, 주변사태 이외 일본의 안보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영향사태 등 일본영토 밖에서 자위대의 무력사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제도
화되었다. 넷째, 1979년, 1997년에 이어 미일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되었다. 아베 내각의 안보개혁
이 본질적으로 미국과의 동맹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전략적 측면에서 2018년 방
위규범으로 제시된 다차원통합방위력은 미국이 추진하는 ‘다영역작전(MDO)’과 포괄적으로 연계
되어 있다. 동맹메커니즘을 체계화하여 전략적, 작전적, 운용적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계감시, 우주전략, 사이버전략 등의 협력을 강화했다.

<그림4> 방위장비 국내 vs. 국외 조달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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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아베내각의 안보개혁
구분

개혁내용
집단적자위권

비고
안보위협, 전장공간, 군사기술 능력강화

안보정책

다차원통합방위력
국가안전보장회의

억지력을 위한 선제공격 능력보유
총리주관 정보공동체의 기능 강화

거버넌스
평화안전

정보개혁(내각정보조사실)
평화안전법제 개정

해외정보기능 및 인적정보 능력 강화
침략사태, 주변사태, 중요영향사태 등 안보위협에

방위규범

법
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미일동맹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군사기술 방위장비이전 3원칙
방위산업

방위장비청

대응하는 포괄적인 방위전략의 법제화
미일동맹 기반 방위전략 강화
군사기술협력 및 무기이전 규제 철폐
군사기술연구 및 국방획득 주관기관

아베 내각은 군사혁신의 기술적, 산업적 기반으로서 군사기술 혁신과 방위산업 육성을 연계
하는 국가안보혁신기반(NSIB)에 있어서도 단절적 개혁을 추진했다. 2014년 내생적 모델의 규범
이 되어왔던 무기수출3원칙을 폐지하고, 2015년 군사기술의 연구 및 방위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방위장비청을 개청했다. 탈냉전 이후 무기수출3원칙의 개정 및 폐지요구가 증가해왔다. 탈냉전
이후 방위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의 제고문제가 세계적인 쟁점으로 부상했다(Bitzinger
2010). 그러나 군사기술의 연구개발 및 무기수출을 제약하는 전후 규범은 일본의 방위산업은 경
제적, 기술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둘째, 탈냉전 이후 미국 역시 방위부문에서 일본의 역할분담을
요구했다. 고이즈미 내각은 미일 미사일방어체계 공동연구를 무기수출3원칙의 예외로 인정했고,
노다 내각 역시 일본의 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예외로 규정했다 (김진기 2014). 아울러 아베 내
각은 사실상 사문화된 무기수출3원칙을 방위장비이전 3원칙5)으로 대체함으로서 전후 구속에서
탈피했다. 소요기획-개발획득-성능개량 등 방위장비 획득업무를 총괄하고 (2) 방위력의 유지에
필요한 장비를 신속하게 공급하며, (3) 방위장비품의 개발, 국제화, 선진기술 연구개발의 효율화,
및 (4) 방위생산 기술기반의 유지 및 육성을 위해 방위장비청을 신설했다 (防衛省, 2015)
아베 내각 이후 군사기술 혁신 및 방위산업 육성에 있어서 보이는 변화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미국으로부터의 방위장비 수입이 증가했다. 아래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
구개발비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방위력 개선비(물건비)가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특히 이전까
지 방위장비 구입에서 해외구입이 차지하던 비중이 10% 이하였던 것과 달리 아베 내각 이후 해
외구매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25%를 넘었다. 수륙기동단(MV-22), 항공자위대
의 전력증강(F-35 A/B(STOVL), 탄도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무기구매가 증가했기 때문이
다.
5)

방위장비이전3원칙은 (1) 방위장비 이전금지조건 (국제적 협력 및 안보리 결의, 분쟁국 등), (2) 엄격
한 심사 및 정보공개, (3) 목적외 사용 및 제3국 이전을 금지하는 경우 무기이전을 금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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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방위력개선 및 연구기발비 (좌) 및 해외구매비 비중

자료: 防衛省, 「我が国の防衛と予算」 각 년호, 계약액 기준

둘째, 민간부문과의 군사기술 협력도 변화되고 있다. 헌법9조와 무기수출 규제는 민간부문이
군사기술 연구개발에 참여를 제약해왔다. 아베 내각 이후 제도적, 규범적 제약이 해소되면서 방
위장비청 주관의 민-군-관-학을 연계하는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민간부문과의 군사기술 협력
은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고, 범용기술을 개발하는 두 가지다. 방위성은 대학, 연구기관의 군
사기술 연구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안전보장기술연구추진제도(이하 안기연구제도)’를 제정했다.
안기연구제도는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대 및 제휴를 통해 방위에도 응용 가능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다(김진기 2017). 2013년 시행된 특정기밀보호법 역시 국가가 지정한 비밀에 대
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함으로서 민간부문이 군사기술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규범적 제약
을 해소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안기연구사업은 총 598건이다. 이준 대학이 144건으로
24%, 공적연구기관이 157건으로 26.2%를 점유하며 기업참여는 50%인 297건 참여했다. 2015
년 이후 군민군 군사기술 협력은 이전과 비교하며 대폭 증가한 것이며, 연구개발 분야에 있어서
도 자위대의 방위력 증강목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6)

6)

연도별 안전보장기술연구제도 사업목록은 “安全保障技術研究推進制度公募概要” https://www.mod.go.
jp/atla/funding/kadai.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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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민간참여 연구개발사업 2015-2021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대학
58
23
22
12
8
9
12
144 (24%)

응모기관
공적연구기관
22
11
27
12
15
40
30
157 (26.2%)

기업
29
10
55
49
34
71
49
297 (49.6%)

합계
109
44
104
73
57
120
91
598

자료: 방위장비청, “安全保障技術研究推進制度公募概要” 각년호
셋째, 대외군사기술협력, 특히 미국과의 공동연구가 증가했다. 무기수출3원칙의 폐지 이후 일
본은 영국(2013), 호주(2014), 프랑스(2015), 인도)(2015), 이탈리아(2017) 등과 방위장비 및 기
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기반으로 군사기술 및 방위장비에 대한 공동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표7>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전된 방위방비 및 기술 현황을 보여준다.7)
2018-2019년 이전된 방위장비 및 기술은 총 1,498건으로, 2019-2020년은 총 1,179건이다.
공동연구 사업의 경우 2018-2019 기간 중 46건, 2019-2020 기간 중 45건으로 대부분은 미국
과의 사업이다.8)
<표7> 방위장비 해외이전 현황
구분
평화공헌
공동연구
안전보장
방위협력강화
자위대 지원
기타(반송, 재수출 등)
합계

‘18.04-19.03
39
46 (36)
23
1,335
55
1,498

‘19.04-’20.03
28
45(35)
22
1,016
68
1,179

비고

자료: 経済産業省, “防衛装備の海外移転の許可の状況に関する年次報告書” 2019 및 2020 참조. ( ) 안의
숫자는 미국과의 공동연구개발 건수임

군사기술-방위산업의 육성과 연계되어 있는 아베 내각의 안보개혁의 특징을 요약하면 아래
와 같다. 첫째, 아베 내각은 방위전략과 동맹협력을 충족하는 첨단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전후
7)
8)

방위장비이전 3원칙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방위장비와 기술이전 내역을 공개하고 있음
2018년과 2019년 방위장비이전 허가건수는 각각 1,498건과 1,179건으로 2018년 공동개발 46건 중
미국 36, 영국 7, 인도 2, 호주 1건이며, 2019년 공동개발 45건 중 미국 35, 영국 5, 인도 2, 호주 1,
이탈리아 1건 등임 (経済産業省,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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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출 규제를 폐지하고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군사기술-방위산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둘
째, 안보개혁 이후 군사혁신 전략은 전후 내생적 방위산업 모델을 민관협력, 대외협력을 중심으
로 하는 외생적 모델로 전환시키고 있다 셋째, 일중관계 및 북핵 위협이라는 구조적 쟁점, 재정
적 한계, 기술적 위협 아베 내각의 안보개혁은 미국과의 동맹협력 및 의존을 강화하고 있다
(Hughes 2017).

IV. 한국의 군사혁신과 군사기술-방위산업 전략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의 국방개혁은 이미 박정희 정부에서 시작되어 군 구조 개혁과 방위력
개선과 연계된 군사기술 혁신과 방위산업의 육성이 추진되었다. 2006년에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
률(이하 국방개혁법)이 제정되고 군사기술 혁신과 방위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이 설치
되었다. 1970년대부터 군사기술-방위산업을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국방개혁은 노무현
정부 국방개혁의 법제화(2007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방 정책에서 국방개혁의 법제화 이전까지 한국의 국방개혁은 미국의 동
아시아 전략변화에 따른 안보 공백에도 불구하고 동맹의존을 기반으로 추진되었다. 한국전쟁 이
후 한국의 국방정책은 전적으로 한미동맹에 의존했다. 1966년부터 1970년까지 한국의 국방예산
은 3,415억 원으로 3,602억 원에 달하는 미국의 군사원조 금액보다 작았다(이필중·김용휘
2007, 281). 박정희 정부가 자주국방을 목표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것
은 미국의 동아태 전략변화로 인한 안보공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베트남전쟁을 계기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미 간의 이견이 심화되었다. 1·21 사태와 푸에블로호 위기에
대한 미국의 상반된 대응은 이미 한미 간의 전략적 쟁점이 되었다(양준석 2017). 그리고 닉슨독
트린과 미중 데탕트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7사단의 철수를 강행하면
서 동맹의존을 축소하는 자주국방 전략이 추진되었다(마상윤·박원권 2010; 송승종 2015; 신
욱희 2005). 박정희 정부는 데탕트에 수반된 안보위기를 명분으로 유신체제를 구축하고 중화학
공업화를 통해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내적 균형전략(internal balancing strategy)을 추진했다(윤
대엽 2021). 지상군의 전면 철군을 주장하는 카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갈등은 더욱 심화되
었다. 미소 냉전경쟁이 심화되면서 철군계획은 보류되었지만, 국방개혁을 정치화하는 요인이 되
었다. 탈냉전 이후 본격화된 ‘국방개혁의 정치화(politicization of Defense Reform)’ 역시 미국의
동아태 전략과 한미동맹이 원인으로 작동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13대 대선을 앞두고 ‘한국적인
작전지휘체제를 확립하고 미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받기 위해 노력한다’는 안보공약을 발표했다
(김동한 2011, 70). 탈냉전 이후 미국이 해외주둔 미군 및 국방비를 감축하는 ‘동아시아전략구상
(ESI)’에 따라 동맹의존을 조정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게 된 것이다. 김영삼 정부의 상부지휘구
조 개편계획과 김대중 정부의 부대구조 개편계획 역시 주한미군 전력의 조정에 대응하는 국방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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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이었다.
<표8> 방위력 개선사업 추이, 1974-2002
구분
1차 율곡사업

방위력 개선
기본병기

주요 획득장비
전력투자
최소 방위전력 확보(M-16, 박격포, 3조 1,402억 원

(1974-1981)
2차 율곡사업

국산화
한국형

항공기(F-4)구매, 고속정 건조
(31.2%)
자주포, 한국형 전자, 장갑차, 개발, 5조 3,279억 원

(1982-1986)
3차 율곡사업

무기체계
첨단전력

F-5 기술도입
(30.5%)
K-1전차, K-200장갑차, K-55자주 13조 7,872억 원

(1987-1992)
김대중 정부

확보
방위력

(1997-2002)

개선

포, 209급 잠수함, F-16
(35.8%)
현존 미래위협 대비 첨단 핵심전력
21조 2,167억원
확보 (K-9,

자료: 한국방위산업학회 (2015), p.151.
주한미군 감축9)이 초래한 전력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1990년대 말까지 추진된 방위력 개선사
업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력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군사기술 및 방위산업
정책이 본격 추진되었다. 1968년 시작된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은 베트남전 참전의 대가로
미국이 제공한 군사원조를 자원으로 한 것이다. 5개년 계획에 대한 미국의 지원액은 총 15억
1,620억 달러로 부대운영비 및 훈련비를 제외한 11억 4,100만 달러가 전력증강에 투자되었다
(이필중·김용휘 2007, 287). 자주적인 전력증강사업이 본격화 된 것은 1972년 미중 테탕트가
초래한 안보공백 이후다. <표8>이 요약하고 있는 것과 같이 1974년부터 등 전력체계의 고도화를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 및 획득사업이 본격화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제1차 율곡사업을 추진하여
노후화된 기초장비를 대체하고 자주적인 방위에 필수적인 소총, 항공기, 고속정을 도입했다.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설립하고 1977년 세계 7번째로 유도탄의 개발에 성공한 것 역
시 율곡사업의 성과다.
둘째, 전력증강사업을 위한 방위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재정여건의 제약과 전략, 재정에
있어 전적으로 동맹에 의존하는 여건에서 전력증강을 위한 방위예산 비중은 10%를 넘지 못했
다.10) 그러나, 1차 율곡사업 기간(1974-1981) 방위비에서 전력증강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1.2%로 증가했고, 이후에도 30% 내외의 예산이 전력증강사업에 지출되었다. 그러나 국방연구
개발비의 비중은 매우 제한적으로 전력증강 투자는 대부분 무기도입에 소요되었다. 1976년 연구
개발 투자비중은 3.8%였지만, 2차 율곡사업이 시작된 1981년 2.5%, 1987년에는 0.7%로 축소
4차에 걸친 미군감축에 따라 1969년 66,531명이었던 주한미군은 1972년 41,600명, 1993년 34,830
명으로 축소되었음 (The Heritage Foundation 2004).
10) 1966년부타 1970년까지 방위예산 중 전력증강(군사현대화)에 지출된 비중은 9.7%였음 (이필중·김용
휘 2007, 28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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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연구개발보다 미국으로부터의 해외구매가 늘어
났기 때문이다. 1990년대 말까지 전력증강 예산은 방위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폭에서 증가했지만
국방연구개발비의 비중은 3% 내외에 불과했다 (이필중·김용휘 2007, 295)
셋째, 자주국방이라는 국방개혁 수사(rhetoric)과 달리 전력증강 사업의 기반인 군사기술과 방
위산업은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했다. 자주국방이란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되어 왔다. 하지만 한미
동맹에 의존하는 경제적, 군사적, 기술적 여건을 고려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언급한 자주국방은
‘우리의 국토는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것,’ 즉, 한국군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략, 기술,
무기에 있어 동맹의존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정율 2016). 실제 전력증강
사업이 본격 추진된 1970년대부터 2000년까지 한국의 무기수입의 98%는 동맹국인 미국에 의
존했다 (장은석 2005, 12). 육상, 해상, 공중 무기체계의 직접도입 뿐만 아니라 제한적으로 한국
에서 생산한 무기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한 것이다.
국방개혁이 정치화되어 본격 추진된 것은 노무현 정부다. 이후 각 정부가 추진한 국방개혁은
전작권 전환이라는 오랜 쟁점에 북핵위기의 안보화, 남북관계의 정치화 등이 복합적으로 결부되
어 추진되었다. 우선 9/11테러를 계기로 미국은 주한미군을 북한위협과 한반도 이외 지역의 우
발사태에 대처하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의 수단으로 재편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
부는 전작권의 전환을 통해 한미동맹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확립하는 것과 함께 정치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모색했다. 2007년 2월 김장수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장관
이 2012년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정보감시 및 지휘통제, 기동전력 및 정밀
타격 등 주요 전력증강을 법제화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한 국방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천안함 사태, 연평도 도발이 고조되면서
전작권 전환은 2015년으로 연기되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 한국은 전
작권 전환조건의 재검토를 공식 제의했다 (국회사무처 2013/09/03, 3). 김정은 체제의 핵·미사
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전작권 전환이 북한의 오판 및 전략적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
문이었다. 그리고 2013년 10월 45차 SCM 공동성명에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과
전작권 전환 검증 계획(OPCON Certification Plan)의 중요성 (11조)이 명시되었다 (국방부
2013). 이는 44차 SCM 공동성명 제12조에 ‘2015년에 전작권을 대한민국 합참으로 전환한다’고
명시했던 것과 달라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작권 전환 일정이 다시 정치화되었다.
2017년 6월 문재인-트럼프 대통령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전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을 전작권의 전환기한으로 설정11)하고,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능력과 국방개혁 2.0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2018, 4). 한미는 아직까지 전작권 전
환 시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못했다.
아울러 북핵위기의 안보화, 남북관계의 정치화 역시 국방개혁의 정치화에 영향을 미쳤다.
11)

전작권의 미기내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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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 체제는 4회의 핵실험과 114회에 달하는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했다. 북한의 핵무장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한국은 2014년부터 3축 체계에
대한 전력투자가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방비 및 국방연구개발비가 큰 폭으로 증가
하는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이 추진되면서 핵무장한 북한에 대응하는 군비경쟁과 평화의 정치, 한
미동맹의 전략적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 (윤대엽 2019; 2021).
<표9> 군사기술 및 방위산업 관련 법제
구분

국방개혁에

중점 추진내용
북핵 등 안보환경 및 과학기술 변화에 따른 전쟁양상에 능동
목적

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제, 군 구조 개편 및 병영문

관한 계획

화 발전 등에 관한 기본사항
5년 단위의 국방개혁기본계획 수립
문민기반 조성(제10조), 민간인력 활용확대(제13조), 우수한

법률(2007)

체제
구조
목적

방위사업법
(2006)

사업

목적
방위산업 발전 및 계획
지원에 관한 법률 조사
(2020)

의 균형편성 (제29조),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 육성
및 군수품 조잘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규정
자주국방을 달성을 위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 추진,
무기체계의 적기 획득, 종합군수지원 및 방위사업의 투명성, 전문
성 확보 (제11조)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주국방
의 기반을 마련
5년 주기 방위산업발전기본계획 (제5조)
방위산업 실태조사 (제6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 (제8조), 부품관

지원

리정책 수립 및 부품 국산화 개발 촉진(제9조), 사업조정 (제11

목적

조), 자금융자 (제12조), 수출지원 (제15조)
국방과학기술혁신기반 조성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종합시책 수립 및 추진

책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2020)

군 인력 확보 및 전문성 (제15조), 여군인력 확대(제16조),
군구조 개선 (제23조), 상비병력 조정 (제25조), 합동참모본부

원칙

5년 단위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수립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결정 시 국내연구개발 우선고려, 무
기체계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사전확보,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 국제협력 및 민관협력 등 (제4조)

시행

개발성과물의 귀속(제10조), 기술료의 징수(제11조), 국방과학
기술 기획, 정보관리, 연구 및 조사분석, 국방기술품질원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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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방 위 산 업 기 술 계획
보호법(2016)

시행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 지원
5년 주기 방위산업의 기술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제4조)
방위산업기술 지정(제7조), 연구개발사업 및 방위산업기술 보
호 (제8조),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시 보호(제9조)

노무현 정부 이후 군사기술 혁신 및 방위산업 육성과 연계된 국방개혁의 특징은 세 가지다.
첫째, 국방개혁, 군사기술, 방위산업 육성관련 법제가 제도화되었다. 국방개혁 관련 법제의 제도
화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우선 5년 주기로 국방개혁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
하여 대통령이 보고하게 함으로서 국방개혁을 정치적 의제로 고정했다. 그리고 국방개혁의 목표,
수단, 내용을 법제화함으로서 조직, 인력, 전력 등의 혁신을 강제한다. 아울러 국방개혁의 거버넌
스 및 정책기구를 명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서 국방개혁의 정치적 재
량권을 제도화한 것이다. 2007년 법제화된 국방개혁법은 5년 단위로 국방개혁의 목적, 병력규
모, 부대구조 등의 군 구조 및 국방운영체제 혁신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2006년 방위사업법을
개정하여 연구개발, 해외구매 및 방위산업 등 국방획득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방위사업청이 설치
되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방위산업 육성과 국내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방위산업
육성법과 국방기술혁신법을 제정했다 자주국방을 목표로 제시하는 두 법제는 1960-70년대 국
가주도 산업정책 관련 법제와 목적, 정부기능, 정책기구 등에 있어서 유사점이 많다. 요컨대,
2000년대 이후 군사혁신, 군사기술개발, 방위산업육성 관련 법제는 자주국방을 목표로 내생적
역량구축 목표와 국가임무를 제도화한 것이다.
둘째, 전력증강사업 및 국방연구개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방위력 개선사업비와 국방연구개발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목할 것은 방위력 개선사업비
에서 국방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전까지 2-3% 내외였던 국
방연구개발비 비중은 2005년 13%로 증가했고, 박근혜 정부 이후 평균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방위력 개선사업비는 방위예산 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국방
예산 증가율이 각각 3.5%, 8.4%, 6.1%였지만 방위력 개선비는 각각 7.0%, 7.4%, 8.3%씩 증가
했다. 특히 방위력 개선사업비 중 국방연구개발비 사업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방연
구개발비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국방개혁의 법제화 되
면서 북핵위협의 안보화와 함께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는 전력증강 투자가 증가했다. 그리고 주요
무기체계의 국내개발 및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투자 및 방위산업 지원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22/31

<그림6> 방위력개선 및 국방연구개발 예산(좌) 및 비중(우), 2002-2021

자료: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통계연보』 각 년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
사·분석보고서』참조

<그림7> 방위력 개선사업별 예산 변화, 2007-2021

자료: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통계연보』 각년호
셋째, 국방획득 사업에서 국내연구개발 및 국내조달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지보수,
행정지원 등을 제외한 지휘정찰, 기동화력, 함정, 항공기, 유도무기 등의 전력체계 증강에 지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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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그림7>에서 보는 바와 같다. 주요 전력체계의 구매금액이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국내 연
구개발 및 방위산업 구매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력체계별 획득사업의 추이에서 보이는 특
징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체계에 대한 지출은 문쟁인 정부
출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전까지 국방획득 사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기동
화력사업으로 이는 북핵위협의 고도화와 연계하여 비판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12) 둘째, 문재
인 정부 시기 항공기 획득비용이 대폭 증가한 것은 F-35가 전력화되었기 때문이지만 유도무기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방획득 사업별로 연구개발 및 구매건수 현황은 <표10>에서
보는바와 같다. 연구개발 투자 증가에 따라 ADD 및 국내방산기업의 연구개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공동연구개발 등의 기술협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무기구매에 있어서도
FMS를 포함하여 해외구매 건수가 감소하는 반면 국내구매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표10> 획득방법별 사업현황, 2015-2021 (단위: 건)
구분
연구
개발

구매
합계

2015

2017

2020

2021

ADD

13

16

63

68

방산업체
핵심기술/ACTD
선행연구
기타
기술협력
해외구매(FMS포함

108
80
176
14
4

45
6
157
20
-

12
1
42
2

4
21
-

42

35

40

35

21
458

73
352

20
241

88
216

)
국내구매(양산포함)

자료:방위사업청, 『방위사업 통계연보』 각 년호, (1) 2017년 핵심기술/ACTC에는 국책사업 2건 포함, (2)
2017년 기타 항목은 성능개량 20건 포함, (3) 각년도 FMS는 해외구매 해외구매 포함, (4) 각 년도 양산은 국내
구매 포함

12)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잠재적인 북핵위협이 고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이전까지
기동화력투자가 계속되고 차기전투기 사업의 정책혼선이 계속된 것은 위협요인에 대응하는 전력체계
보다 계속사업에 대한 행정적 경직성 및 수출할 수 있는 전력체계 증강이 우선 고려되었기 때문이며,
전면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전략문화, 공격/방어의 균형이라는 후반 균형전략, 그리고 전작권의 전환에
따른 미군전력 대체 중심의 전력증강이 추진되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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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함의
지정학적 조건, 안보위협을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이 동맹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군사혁신
은 아래와 같은 정책적, 전략적 쟁점을 제기한다. 한국과 일본이 군사기술-방위산업을 연계하는
군사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동맹협력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
다. 일본의 경우 헌법9조, 무기수출 등 전후 방위정책을 구속한 규범을 폐지한 이후 ‘동맹협력에
강화하는 외생적 혁신’으로 전환되고 있다. 무기구매는 물론 군사기술의 공동연구개발이 대폭 증
가했다. 반면 국방개혁을 법제화한 한국의 경우 자주국방을 목표로 ‘동맹협력을 축소하는 내생적
혁신’이 강화되고 있다. 주요 전력체계의 구매에 있어서 미국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국내 연구개
발 및 구매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미국은 물론 군사기술의 공동연구 개발 건수와 국방획득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은 물론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다.
미중경쟁은 파괴적인 군사기술을 기반으로 군사적 우위를 위한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군사기술 혁신과 방위산업의 육성뿐만 아니라 군사기술과 국가안보혁신기반의 보호를 위한 군비
경쟁은 (1) 군사기술 혁신을 위한 민관협력 (Spin-away, Spin on/off, Spin-around)의 모순, (2)
기술적 대칭과 비대칭의 모순, (3) 그리고 억지균형의 모순을 심화시키고 있다. 첫째, 육해공, 사
이버-우주를 연계하는 미래의 전장에서 고려되고 있는 핵심기술의 개발에서 포괄적인 민군협력
의 문제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국가주도의 군사기술 혁신모델 (spin-away model), 탈
냉전 이후 민간주도의 민군겸용기술 Spin-on/off 모델의 본질적인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연구
개발 능력과 인력, 재원, 기술수준에서 빅테크 산업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국가가
어떻게 국방목적의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기반을 육성하고 보호할지(spin-around)할지 국가안보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둘째, 기술적 비대칭과 대칭의 모순이다. 전통적인 육상, 해상, 공중 무기
체계는 플랫폼 기업의 산업기반과 기술에 기반한 것으로, 방위산업이 가진 쌍방독점 구조에도 불
구하고 민수겸용이라는 기술적 이익이 방위산업의 기반을 유지하는 이익기반이었다. 그러나 (1)
사이버, 빅데이터, (초소형)위성, 드론, 영상정보 등과 같이 기술적 대칭(technical symmetry)이
초래하는 값싼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는 한편 (2) 고도화된 플랫폼 체계(X-47b, F-22, 스텔스 구
축함, BMD 등)의 경우 기술능력, 개발비용, 기발기간에 있어서 비대칭적 모순을 심화시키고 있
다. 셋째, 더구나 군사기술 혁신이 억지균형을 본질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 근대전쟁 및 탈근대
전쟁의 군사전략은 공세/방어의 균형 및 공포의 균형을 통한 억지균형이었다. 그런데 재래식 무
기의 혁신으로 인해 강대국 간의 기술적 우위를 위한 경쟁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비대칭적 위
협을 고도화하고 있다.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의 고도화되면서 핵 무기가 ‘사용하면 안 되는 절대
무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변화되고 있으며, 선제공격의 전략적 우위를 높이고 있다
(Lieber and Press 2017)
기술적, 산업적 국가안보혁신기반의 구축과 함께 재정적, 전략적 이해가 복합적으로 결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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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군사혁신에서 일본의 사례는 한국의 안보전략에 비교적인 쟁점을 제공한다. 첫째, 내생적
기술혁신이 모든 군사기술 혁신에 수반되는 안보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기술경쟁은
물론 기술안보가 안보전략의 핵심 쟁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내생적 모델을 포기한
것은 2류 무기로 1류 무기를 가진 국가와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둘째, 국
가안보혁신기반을 육성하고 지지하는데 있어서 장기적인 재원투자 문제다. 전후 구속에서 탈피
한 일본이 오히려 미일동맹 의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장기불황, 인구감소 등에 따라 안
보자원의 동원하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자주국방이 우주, 사이버, 육해공을 통합한 5
차원 전쟁, 재래식-전략적 무기는 물론 민군의 구분이 없는 4세대 전쟁(4th generation warfare)
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비용, 기술을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기술혁신에 수반되는 미래전
장의 변화와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적 자주국방의 합리적인 균형점에 대한 전략적 재검
토가 요구되고 있다. <끝>

26/31

[참고문헌]
국방부. 2013. “제45차 SCM 공동성명.” (10월2일).
국방부. 2018. “보도자료: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 (12월 20일).
국회사무처. 2013. “제320회 국회 국방위원회회의록” (9월3일).
김동한. 2011. “역대 정부의 군 구조 개편 계획과 정책적 함의” 『국가전략』제17권 1호,
62-93.
김동한. 2014. 『국방개혁의 역사와 교훈』서울: 북랩.
김상배. 2019a. “미래전의 진화와 국제정치의 변환: 자율무기체계의 복합지정학.” 『극방연구』
제62권 3호, 93-118.
김상배. 2019b. “화웨이 사태와 미중 기술패권 경쟁: 선도부문과 사이버 안보의 복합지정
학.” 『국제·지역연구』제28권 3호, 125-156.
김상배. 2020. “4차 산업혁명과 첨단 방위산업 경쟁: 신흥권력으로 본 세계정치의

변환.”

『국제정치논총』제60집 2호, 87-131.
김진기. 2010. “탈냉전기 미국과 일본의 방위산업협력: 미일기술포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
로.” 『국방연구』53:2, 79-104.
김진기. 2017. “아베 정권의 방위산업·기술기반 강화전략.” 『국방연구』제60권 제2호.
신성호. 2019. “군사혁신, 그 성공과 실패: 한반도 ‘전쟁의 미래’와 ‘미래의 전쟁’.” 『국가전
략』제25권 3호, 69-96.
이미숙. 2018. “한국 국방개혁과 818계획의 교훈” 『군사』제106호, 127-170.
장은석. 2005. “후원-의존 관계에서의 약소국 방위산업 발전의 전망과 한계” 『국방정책연구』
제21호, 9-28.
주정율. 2016.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사상과 현대적 함의.” 『군사연구』제139집.
423-451.
지일용·이상현. 2015. “방위산업 후발국의 추격과 발전패턴: 한국과 이스라엘의 사례연구,”
『국방정책연구』제21호, 9-28.
프리드먼, 로렌스. 이경식 역. 2014. “제16장: 군사혁신” 『전략의 역사 I』서울: 비즈니스북스,
448-489.
한국방위산업학회. 2015.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서울: 플래닛미디어.
IISS. 2021. The Military Balance 2021. London: IISS.
Arreguin-Toft, Ivan. 2001. “How the Weak Win Wars: A Theory of Asymmetric
Conflict.” International Security 26:1. 93-128.
Barger, Deborah C. 2005. Toward a Revolution in Intelligence Affairs. Santa Monica,

27/31

CA: RAND.
Bitzinger, Richard A. 1994. “The Globalization of the Arms Industry: The Next
Proliferation Challenge,” International Security 19:2, 170-198.
Brooks, Risa, Jim Golby, and Hedi Urben. 2021. “Crisis of Command: America’s
Broken Civil-Military Relationship Imperils Nation Security.” Foreign Affairs (May/June)
Buzan, Barry. 1987. Military Technolog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Macmillan.
Catalinac, Amy. 2016. Electoral Reform and National Security in Japan: From Pork to
Foreign Poli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in. Warren. 2019. “Technology, War, and the State: Past, Present and Future.”
International Affairs 95:4, 765-783.
Cohen, Elliot. 2004. “Change and Transformation in Military Affairs.”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27:3, 395-407.
Dibb, Paul. 1997. “Th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and Asian Security.” Survival:
Global Politics and Strategy 39:4, 93-116.
DoD. 2018. “Summary of the 2018 NDS: Sharpening the American Military’s
Competitive

Edge.”

https://dod.defense.gov/Portals/1/Documents/pubs/2018-

National-Defense-Strategy-Summary.pdf (검색일: 2021.08.10.)
DoDB. 2021.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Department of Defense Budget (May)
https://comptroller.defense.gov/Portals/45/Documents/defbudget/FY2022/fy2022_Pacific_
Deterrence_Initiative.pdf (검색일: 2021.11.04.)
DoS.

2019.

“WMEAT

(World

Military

Expenditure

and

Arms

Trade)

2019”

https://2017-2021.state.gov/world-military-expenditures-and-arms-transfers-2019/index
.html (검색일: 2021.08.10.).
Freeman, Lawence. 1998. “The Changing Forms of Military Conflict.” Survival 40:4,
39-56.
Freeman, Lawrence. 2019. “The Rise and Fall of Great Power Wars.” International
Affairs 95:1, 101-117.
Gentile, Gian et al. 2021. A History of the Third Offset, 2014-2018. Santa Monica:
RAND Corporation.
Gilli, Andrea and Mauro Gilli. 2018/19. “Why China Has Not Caught Up Yet:
Military-Technological Superiority and The Limits of Imitation, Reverse Engineering, and
Cyber Espionage.” International Security 43:3, 141-189.
Gray, Chris Hables. 1997. Post-modern War: the New Politics of Conflict. London:

28/31

Routledge.
Green, Michael J. and Patrick M. Cronin, eds. 1999. The US-Japan Alliance: Past,
Present, and Future. New York: CFR.
Hartley, Keith. 2006. “Defense Industrial Policy in a Military Alliance” Journal of Peace
Research 43:4, 473-489.
Hughes, Chris. 2017. “Japan’s Emerging Arms Transfer Strategy: Diversifying to
Re-Centre

on

the

US-Japan

Alliance.”

The

Pacific

Review

DOI:

10.1080/09512748.2017.1371212
Hundley, Rechard O. 1999.

Past Revolutions, Future Transformations: What Can the

History of Revolutions in Military Affairs Tell Us about Transforming the US Military?. Santa
Monica, CA: RAND.
Jervis, Robert. 1979. “Deterrence Theory Revisited” World Politics 31:2, 289-324.
Jervis, Robert. 1989. The Meaning of the Nuclear Revolution: Statecraft and the
Prospect of Armagedd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Klare, Michael. 1993. “The Next Great Arms Race.” Foreign Affairs 72:3(Summer),
136-152.
Klare, Michael. 2018. “The Challenge of Emerging Technologies.” Ams Control
Association

(December)

https://www.armscontrol.org/act/2018-12/features/

challenges-emerging-technologies (검색일: 2021.10.10.).
Knox, MacGregor and Williamson Murray. 2001. The Dynamics of Military Revolu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Koblentz, Gregory D. 2014. Strategic Stability in the Second Nuclear Age.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Laird, Robbin F. and Holger H. Mey. 1999. Th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Allied
Perspectives. Washington: INSS.
Lieber, Keir A. and Darly G. Press. 2017. “The New Era of Counterforce:
Technological Change and the Future of Nuclear Deterrence.” International Security 41:4,
9-49.
Lind, Jennifer. 2016. “Japan’s Security Evolution.” Policy Analysis No.788 (Feb. 25).
https://www.cato.org/policy-analysis/japans-security-evolution (검색일:“ 2021.06.02.).
Mack, Andrew. 1975. “Why Big Nations Lose Small Wars: The Politics of Asymmetic
Conflict.” World Politics 27:2, 175-200.
Mandel, Robert. 1998. “Exploding Myths about Global Arms Transfers.” Journal of

29/31

Conflict Studies 18:2, 47-65.
McNeil, William. 1983. The Pursuit of Power: Technology, Armed Force, and Society.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Miller, Steven E. 2021. “The Rise and Decline of Global Nuclear Order?,”
https://www.belfercenter.org/publication/rise-and-decline-global-nuclear-order

(검색일:

2021.06.20.).
Minihan, Mike. 2020. “NDU WMD” United States Indo-Pacific Command (July 7)
https://uploads.fas.org/2020/09/PACOM2020_NDU-WMD-Brief2020_Minihan070720.pdf
(검색일: 2021.11.04.).
O’Hanlon, Michael. 2018. “Forecasting Change in Military Technology, 2020-2040.”
https://www.brookings.edu/wp-content/uploads/2018/09/FP_
20181218_defense_advances_pt2.pdf (검색일: 2021.08.10.).
Parker, Geoffrey. 1996. The Military Revolution: Military Innovation and the Rise of the
West, 1500-180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earton, Maurice. 1982. The Knowledgeable State; Diplomacy, War and Technology
since 1830. London: Burnett.
Pei, Minxin. 2021. “China and the US Dash toward Another MAD Arms Race.” Nikkei
Asia

(May,

16)

https://asia.nikkei.com/Opinion/China-and-the-US-

dash-toward-another-MAD-arms-race (검색일: 2021.08.10.).
Rosen, Stephen P. 1991. Winning the Next War: Innovation and the Modern Militar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Sargent, John, Jr. 2020. “Government Expenditure on Defense R&D by the United State
and

Other

OECD

Countries:

Fact

Sheet.”

CRS

Report

(January

28)

https://sgp.fas.org/crs/natsec/R45441.pdf (검색일: 2021.06.02.).
Sargent, John, Jr. and Marcy E. Gallo. 2021. “The Global Research and Development
Landscape and Implications for the Department of Defense.” CRS Report (June 28)
https://sgp.fas.org/crs/natsec/R45403.pdf (검색일: 2021.06.10.).
Sasaki, Alexandra and Sebastian Aslow. 2020. “Japan’s New Arms Export Policies:
Strategic Aspirations and Domestic Constraints.”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74:6, 649-669.
Singer, P.W. 2003. Corporate Warriors: the Rise of the Privatized Military Industr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Smith, Sheila A. 1999. “The Evolution of Military Cooperation within the US-Japan

30/31

Alliance,” in Green, Michael J. and Patrick M. Cronin, eds. 1999. The US-Japan Alliance:
Past, Present, and Future. New York: CFR.
Tan, Andrew. 2011. “East Asia’s Military Transformation: Th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and Its Problems.” Security Challenges 7:3, 71-94.
Watts, Barry D. 2008. “The US Defense Industrial Base: Past, Present and Future.”
Washington: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
Wilson, Ward. 2008. “The Myth of Nuclear Deterrence.” Nonproliferation Review 15:3,
421-439.
中島,琢磨. 2005. “戦後日本の自主防衛論 : 中曽根康弘の防衛論を中心として.” 『法政研究』
71:4, 137-167.
経済産業省. 2021. “防衛装備の海外移転の許可の状況に関する年次報告書.” 経済産業省
防衛省. 2015. “総合取得改革に係る諸施策について.” 防衛省.

3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