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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미중 패권 경쟁은 현재 및 미래에 전 세계의 안보환경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이러한 경쟁은 ‘신냉전’이라 불리는 한편으로,1) 냉전 시대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그중
하나는 그때는 없었던 많은 중견국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패권 경쟁이 누구의 승리로 끝날
것인지에 대해 적잖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2) 중견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이미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중견국들 중 일부는 헤징(hedging)으로, 일부는 미
국으로, 일부는 중국으로 기울어진 안보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Organski(1958)의 구별에 따르면, 국가들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기준으로 위계를 갖고, 다
섯 개의 층위에 분포되어 있다.3) 그중 중견국(middle powers)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기준으로 강
대국(great powers)과 약소국(small powers) 사이에 있는 국가들이다. 비슷한 의미로서 중간국
가(in-between powers 혹은 medium powers)4)나 2차 대국(secondary power)이라는 표현을

1)
2)

3)

4)

Robert Kaplan, “A New Cold War Has Begun,” Foreign Policy, January 7, 2019.
Roland Paris는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한국, 그리고 호주를 합치면 전 세계 경제의 1/5에
해당하는데, 그 정도의 힘이면 현재 국제질서의 침식을 늦출 수 있다고 보았다. Roland Paris, “Can
middle powers save the liberal world order?,” Briefing, US and the Americas Programme,
Chatham House, June 18, 2019, p. 3.
A. F. K. Organski, World Politics (New York: Alfred A. Knopf, 1958). 국가 위계는 최상층부터 패
권국(dominant nation), 강대국(great powers), 중견국(middle powers), 약소국(small powers), 식민
지(colonies) 순으로 구성된다.
윤대엽, “트럼프-시진핑 시기 미중경쟁: 탈동조화 경제안보전략의 한계와 중간국가의 부상,” 국가전
략, 제28권 1호 2022년 봄호, pp. 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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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국가의 지도자가 독자적으로는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없으나
국제기구를 통해서 소규모 그룹에 체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국가”5) 또는 “역내
혹은 더 넓은 지역에서 다른 국가에게 자국의 정책적 선호를 강요할만큼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
로 충분히 강하지는 않지만,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칠 의지가 있고, 그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능력 있고 신뢰를 주는 국가”6)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상으로 ‘중견국’이라 일컬어지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국으로부터 도전
을 받고 있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다. 미국은 이들 국가에게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와 규범의 복원을 요청해오고 있다.7)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상정한 2018년 미국 국방전략
서에서는 상호 호혜적인 동맹과 파트너십이 미국에 지속 가능하고 비대칭적인 전략적 우위를 제
공함으로써 미국의 전략 달성에 크게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동맹은 ‘보완적인 능력과 군사력’뿐
아니라 미국의 ‘역외 지역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 기대된다. 또한 미국 국방부가 세
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기지와 군수 체계를 뒷받침한다.8)
그러나 중견국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 국제사회 내의 현재 위치에 안주하기보다 위상과 국
력의 강화를 추구하는데, 중국과 적대 관계를 형성해서는 이러한 위상과 국력 강화는커녕 안전도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곧 미국보다 앞선 경제력을 가질 것이고,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대규모 무역 네크워크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9) 이에 따라 미국과 완전
히 일치한 위협 인식 하에 중국의 도전을 저지하고 미국의 패권 회복을 지지하는 선택을 하는 것
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현시점의 안보여건을 반영하지 않고서도, 기본적으로 중견국의 전략 수립에
있어 우선순위의 선택은 매우 어렵다. 중견국은 모든 문제에 단독으로 대처할 수는 없기에 타국
에 의존해야 하는 약소국과 모든 문제를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강대국 사이에 위치
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방향성 사이의 딜레마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어중간한 능력으로 인
해 강대국보다 많은 위협과 위험에 직면한 중견국은 제한된 능력으로 어떻게 이 많은 도전들을
감당하고 국가전략의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중견국의 국가전략에 있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다양하다. 본고는 그중에 군사적
수단에 대한 전략, 즉 중견국의 국방전략에 초점을 맞춘 글이다. 중견국들은 군사력을 강화하기
5)

6)

7)

8)

9)

Robert O. Keohane, “Lilliputians’ Dilemmas: Small States in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23, No. 2 (1969), p. 296.
Evans, G. “Australia and South Korea: Strengthening Middle Power Bonds. Keynote addressed to
2018 Symposium on Australia-Korea Relations,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April 20, 2018,
http://www.gevans.org/speeches/Speech653.html (검색일: 2021. 10. 1.)
Roland Paris (2019); Gideon Rachman, G. “Mid-sized Powers Must Unite to Preserve the World
Order,” Financial Times, May 28, 2018.
DoD,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harpening the American Military’s Competitive Edge,” Washington, D.C., 2018, p. 8.
Nicholas Rapp and Brian O’keefe, “This Chart Shows How China Will Soar Past the U.S. to
Become the World’s Largest Economy by 2030,” Fortune, January 3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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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방편으로 국방혁신과 군사동맹의 활용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다. 즉, 국방전략의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독자적 군사력 건설 역량을 강화해야 하지만, 군사동맹과의 협
력을 증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대내적 지향성과 대외적 지향성 사이에서 균형
을 맞추고자 하는 노력을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와 유사한 고민에 놓인 한국 정부에 미
래 국방전략에 대한 제언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의 궁극적 목적을 위하여 연구의 분석 대상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로 한정한다. 또한 외교적 행태를 중심으로 발전되어온 중견국 정의가 본고의 연
구 목적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중견국에 대한 가장 초기 정의인 경제력과 군사력,
즉 위치적 기준으로 본고의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들을 선별한다.10) 그 결과로 본고는 영
국, 프랑스, 일본, 그리고 호주를 주로 검토한다. 해당 국가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발표한 전략문
서와 군사력 강화를 위한 최근 정책들을 주요 검토 대상으로 삼는다. 필요에 따라 역사적 배경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을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장 최근의 전략문서에서 ‘선언’한 내용들을 근
거로 국가별 국방전략을 분석할 것임을 밝힌다. 선언하는 내용은 작성한 정부가 ‘지향’하는 내용
이다. 따라서 경험적 사례들을 근거로 심층 분석을 통해 도출된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서론을 제외한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Ⅱ장에서는 국방 관
점에서 중견국을 식별하고 본고의 목적에 따라 검토 대상들을 선정한다. Ⅲ장에서는 중견국이 군
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대국과 약소국이 추구하는 방향성 사이에서 어떤 딜레마에 놓여 있을지
를 추론한다. 국방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국방혁신과 동맹의 활용 측면을 주로 다룬다. Ⅳ장에서
는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의 실제 국방전략에 대하여 앞서 추론한 내용들을 토대로 분석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들의 국방전략이 한국의 미래 국방전략에 주는 주요 함의를 도출한다.

Ⅱ. 국방 관점에서의 중견국
학술적 차원에서는 중견국을 위치적(positional), 행태적(behavioral), 그리고 규정적
(identifying)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11) 위치적 기준이란 국가의 물리적 능력, 즉 경제력과 군사력
등의 순위에 따른 위치를 의미한다. 행태적 기준이란 국가가 외교적 관행을 통하여 다자주의를
추구하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또 세계 공공재의 제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

10)
11)

행태적 기준과 위치적 기준 등에 대해서는 II장에서 설명한다.
Brian L. Job,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The Dilemmas of Middle Powers,” Issues &
Studies, Vol. 56 Issue 2 (June 2020), 2040008; Andrew Carr, “Is Australia a middle power?,”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68, No. 1 (2014), pp. 70-84; Håkan Edström
& Jacob Westberg, “The Defense Strategies of Middle powers: Competing for Security,
Influence and Status in an Era of Unipolar Demise,” Comparative Strategy, Vol. 39, No. 2
(2020), pp. 171-190; 강선주, “중견국 이론화의 이슈와 쟁점,” 국제정치논총, 제55권, 제1호
(2015), pp. 13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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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에 대한 것이다. 규정적 기준은 스스로를 중견국이라고 부르는가, 다른 국가들이 중견국이라
고 부르는가에 대한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견국을 검토한 Job (2020)은 위 세 기준을
만족시키는 국가로서 호주, 한국, 캐나다를 꼽았다.12)
그러나 국방에 국한되지 않는 기준에 따른 중견국의 분류는 국방 차원에서 어떤 국가를 중
견국으로 삼을 것인가,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군사력을 강화하려 하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어 적
절하지는 않다. 예컨대 Goldstein (2000)은 군비지출을 기준으로 2차대국(secondary powers)을
식별했다.13) 이 기준에 따른 중견국들은 문화적 행태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의한
중견국들과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먼저 군사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즉 국방비 지출, 병력, 그리고 전력건설 능력(방
산수출 규모)을 종합 검토하여 중견국에 속하는 국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검토 결과, 전략 경쟁
중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보다 낮은 위치에 자리하는 국가는 인도,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프랑스, 일본으로 압축된다. 본고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한국에 대한 함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맺은 국가만을 연구 대상으로 정한다. 이로써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외된다. 한편 일본, 영국과 프랑스는 모두 2021년에 현재의 안보여건을 반
영한 전략을 발표하였으나, 독일은 신임 총리의 집권이 이제 막 시작되어 미래의 안보 상황을 고
려한 새로운 전략을 아직 발표하지 못했다.14) 연구에서 검토할 문헌이 부재하므로, 독일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2
3
4
5
6
7
8
9
10

국가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2020년 기준
778232
252304
72887
61713
59238
57519
52765
52747
49149
45735

<표 1> 주요국 국방비 지출 (US$ 백만 달러)
* 출처: SIPRI 2021

12)
13)

14)

1
2
3
4
5
6
7

국가
중국
인도
미국
북한
러시아
파키스탄
한국

2021년 기준
2,035,000
1,458,500
1,388,100
1,280,000
900,000
651,800
599,000

<표 2> 주요국 병력수 (현역)
*출처: Military Balance 2021

Job (2020).
Avery M. Goldstein, Deterrence and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China, Britain, France, and
the Enduring Legacy of the Nuclear Revolu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8).
글을 작성한 2022년 상반기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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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12

국가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중국
영국
:
한국

2020년 기준
9372
3203
1995
1232
760
429
:
827

2010-2020년 기준
105078
70440
20321
16802
16580
12248
:
5220

<표3> 주요국 방산 수출 (US$ 백만 달러)
* 출처: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한편, 종합적인 관점에서 중견국에 속하지만 군사력을 다른 영향력 수단에 비해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로는 호주와 캐나다가 있다. 본고는 중견국이 추구하는 국방전략을 전반적으
로 검토하기 위하여 이러한 국가들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중 미래 국방전략
의 중요한 시대적 배경인 미중 패권 경쟁하에서 한국과 유사한 지정학적 여건과 고려사항을 갖
고 있는 호주를 검토할 사례로 선정한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검토하는 사례로는 프랑스, 영국, 호주, 그리고 일본이다. 네 국가는 공
히 민주주의 국가이며 미국의 군사동맹국이고,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모두 미국의 NDS가 규
정한 미중 전략경쟁을 반영하여 새로운 전략문서를 발표했다. 한편 프랑스와 영국은 유럽 국가이
고, 호주와 일본은 아시아 국가이다. 미중 전략경쟁에 대하여 지정학적으로 두 국가씩 유사한 여
건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발견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하여 흥미로운 함의가 도
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Ⅲ. 중견국 국방전략의 구성
본고는 중견국이 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군사력을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하여 어떤 국방전
략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를 탐구한다. 그간 중견국 관련 연구는 경제력이나 군사력보다는 ‘소프
트 파워(soft power),’ 즉 기술, 정보, 지식, 문화 등이 갖는 국가적 매력의 크기를 강화하기 위하
여 어떤 외교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활발히 논의해왔다.15) 중견국은 개별 국가의 힘
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추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역 혹은 세계적 차원에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협력을 추구해야 하고, 이러한 협력을 이끌기 위해서는 소프트 파워를 강화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이 필요하다. 이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논의이다.
15)

Joseph Nye,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김상배, 이승주, 배영자, 중견국의 공공외교 (서울: 사회평론, 2013),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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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견국의 전략달성을 위한 자원
그러나 미중 패권 경쟁은 중견국들이 미래 국방전략을 고찰해야 할 필요성을 새롭게 제기
한다. 미중간의 경쟁은 신흥 전략기술에 기반한 군비경쟁이 첨예해지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열심히 쫓아야, 국가들은 경쟁에 휘말리지 않고 원하는 만큼의 자율성을 가지며 국방 목표
를 달성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다.16) 군사동맹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의 경우, 동맹을
주도함으로써 동맹 상대의 자율성을 희생시키고, 자국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율적인 공간을
확장해간다. 반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의 경우, 자구적인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
해서는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희생하고 동맹 상대에 의존하고자 한다. 경쟁에 휘말리지 않는 자
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군사력 강화를 추구하지만, 이것이 다시 동맹에 의존하는 선택으로 이어져
자율성을 잃게 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중견국은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들이다. 그래서 완전
히 군사동맹에 의존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군사동맹을 주도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국가들이다. 이들은 완전한 자율성을 추구하는 과도기에 있다. 중견국이라 불릴만한 국가들 중에
가장 앞선 국가는 국방혁신이라는 프레임 하에 방위산업을 바탕으로 군사력 건설을 위한 독자적

16)

이는 NATO에서 제시한 전략적 자율성 개념의 요체이다. 유럽이 안보ž국방 영역에서 독자적인 결정
을 하고, 동 결정을 행동으로 실현할 수단, 역량 및 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트럼프 행정
부의 일방적이고 동맹을 경시하는 안보 정책 이후 언급의 빈도가 증가하였으나, 실제로는 프랑스의
前 드골 대통령의 골리즘으로부터 사상적 기원이 있다. 프랑스가 NATO에 통합되는 경우 자주국방
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골리즘의 핵심이다. 이러한 논의는 미중 갈등 속에서 보다 본격화되고 있는데,
일례로 2020년 6월, 유럽연합의 조셉 보렐(Joseph Borrell)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미ž중 갈등 속에서
우리(EU)의 이해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a certain degree of autonomy)”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Dick Zandee et al., “European Strategic Autonomy in Security
and Defence,” Clingendael Report, December 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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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추구하며, 군사동맹 관계를 주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반면 반대편 끝에 있는 중견국
은 동맹 관계에 대한 의존을 중심으로 능력을 추구하며, 독자적 능력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이
제야 본격화하고 있고, 그 노력도 동맹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국방혁신을 통해 자강을 택할 것이냐, 동맹을 활용할 것인가의 선택지와 관련하여, 미중 패
권 경쟁은 중견국들의 결정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다. 미국과 동맹인 국가들 중 동맹을 활
용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선호했던 국가들도, 이것이 자칫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고착
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재 주요 중견국들은 자강과 동맹 사
이에서 조금씩 다른 경향성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능력의 차이뿐 아니라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그리고 독립성에 대한 관점이나 신념의 차이에 기인하기도 한다. 같은 국가라 할지
라도 어떤 정부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방점이 상이하다.

1. 동맹과의 관계

<그림2> 중견국의 동맹과의 관계

국방전략에 있어 동맹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이 된다. 동맹에 기여함으로써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도 하고, 동맹에 의존함으로써 혼자로는 위태로운 생존을 확보하
기도 한다. 동시에 동맹은 국가가 함께 하기로 하되, 일정 부분 서로를 구속하는 관계임을 약속
으로 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힘에 기반한 국제질서 속에서 약속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이
에 따라 강대국과 약소국의 동맹에 대한 행태는 i) 동맹에 기여하는 정도와 동맹의 협력에 의존
하는 정도 중 무엇이 더 큰가, 그리고 ii) 동맹국에 의한 제지를 얼마나 감수하는가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
동맹은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여 맺는 국가 간의 관계이다.17) 동맹의 본질은 역량결집
17)

Stephen Walt, The Origin of Alliances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7); Kenneth Wal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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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bility aggregation)으로서, 위협에 대하여 각국의 생존이나 힘의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18) 기본적으로는 힘이 약할수록 동맹 상대의 협력에 의존할 것이다. 동맹 중 상대적으
로 힘이 더 셀수록 동맹에 기여하는 부분이 협력에 의존하는 부분보다 커질 것이다. 동맹 중 더
힘이 센 쪽은 타국 안보에 대한 기여를 통해 자국의 힘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약한 쪽이
위협을 가하는 국가로 편승(bandwagoning)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 물론 더 힘이 센 국가도 협
력에 의존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강대국은 전 세계의 질서를 수호하고 주도해야 하는 국가로서,
역량이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에게는 분담(burden-sharing)을 요청한다.
위협 대상국을 억지하는 것이 동맹 발생의 주된 이유이지만,19) 동맹은 국제관계 관리의 수
단으로서 가맹국을 관리하기 위해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학자도 있다.20) 흔히 국가의 자율성과
동맹은 상호 교환적이라고 여겨진다. 국가는 동맹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대신 자율성
을 침해받기 때문이다. 이는 동맹 제지(alliance restraint) 개념으로 설명된다. Pressman(2008)
은 제지로 인한 실제 효과가 동맹 가맹국의 군사력 신장을 제한하고, 가맹국이 원하는 분쟁의 투
지를 약화시키는 데 있다고 하였다. 특별히 약소국의 입장에서 자율과 안보를 동시에 증진시키기
는 쉽지 않다. 동맹이 체결되기 전 모든 국가는 동등한 자율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동맹이 결성
된 순간 안보적으로 강한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게 안보 이익을 제공하고 자율성의 일부를
반대급부로 갖게 된다.21) 약한 국가가 안보적으로 강한 국가에게 몇 가지 양보의 형태로 동맹에
의한 제지를 감수하게 되는 것이다.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은 중견국 국방전략의 핵심이다. 중견국에게는 해당 국가보다 힘이
센 국가들이 복수로 존재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같이 현재의 국제질서에 변경을 추구하는 강
대국이 있다면, 중견국은 이들에게 강압과 회유의 대상이 된다. 중견국들은 이들로부터의 위협에
상시 대비하고 현상 유지를 추구하기 어렵다. 직접 갖지 못하는 역량에 대한 강대국의 보완과 지
원이 필요하다.22) 이에 따라 일정 수준의 제지를 감수하게 될 것인데, 중견국은 이러한 제지를
완화시키는 방향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제지를 완화하는 것에 대한 조건은 동맹에 대한 기여다.
즉, 더 힘이 센 쪽이 약한 쪽 동맹국에게 군사력의 신장과 분쟁 투지에 대한 한계를 해제해 준다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Y: McGraw-Hill, 1979).
정성철, “미래국방과 동맹외교의 국제정치.”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및 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안보정책포럼 자료집, 2022년 3월 17일, p. 137.
19) Glenn H. Snyder, Alliance Politic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20) Paul W. Schroeder, “Alliance, 1815-1945: Weapons of Power and Tools of Management,” in
Klaus Knorr (ed.), Historical Dimensions of National Security Problems (Lawrence: University
of Kansas Press, 1976); Jeremy Pressman, Warring Friends: Alliance Restraint in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8).
21) 박원곤, “국가의 자율성과 동맹 관계,” 동북아안보정세분석(한국국방연구원), 2004년 5월 6일. p.
1.
22) Annette Baker Fox, The Power of Small States: Diplomacy in World War II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9); David Vital, The Inequality of States – A Study of the
Small Pow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Calderon Press, 1967); Robert Rothstein,
Alliances and Small Power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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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는 동맹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유럽연합에서는 최근 들어 제지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프랑스가 먼저 추구한 ‘전략적 자율성’라는 개념이 유럽 차원에서 확대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이 안보와 국제 평화를 위한 책임을 맡을 수 있고, 국제사
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제3자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결정 및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23)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략적 자율성은 “외교정책 및 안보에
있어서 제도적, 정치적, 물질적 자원을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결정할 수 있
는 능력”을 의미하며, 혹은 “전략적 결정에 있어서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의 의사에
종속된 규칙을 따라야 하는 주체(rule taker)”와 반대되는 개념으로도 규정할 수 있다.24)

2. 국방혁신

<그림 5> 중견국의 국방혁신
국방혁신은 동맹과 함께 국방목표를 달성하는 또 하나의 축이다. 국방혁신은 사고와 지식
을 군의 새롭거나 개선된 형태의 제품, 과정, 그리고 서비스에 투영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주로
국방과 민군 겸용 과학, 기술, 그리고 산업 기반과 관련된 조직과 활동들에 의해 이루어진다.25)
따라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군사력의 발전을 의미하는 군사혁신을 넘어, 군사력을 사용하는 군과
국방 기관 전체가 주어진 임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추구하게 만드는 혁신을 의미한다. 이는 투
23)

24)

25)

European Commission, "Towards a more competitive and efficient defence and security sector,"
(2013),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MEMO_13_722.
Barbara Lippert, Nicolai von Ondarza and Volker Perthes, “European Strategic Autonomy: Actors,
Issues, Conflicts of Interests,” SWP Research Paper, No. 4 (March, 2019), p. 5; 오창룡, 이재
승, “유럽 안보와 전략적 자율성: 프랑스의 안보협력 논의를 중심으로,” 통합유럽연구 No. 11, Vol.
2 (2020), p. 82에서 재인용.
Tai Ming Cheung, “Critical Factors in Enabling Defense Innovation: A Systems Perspective,”
SITC Research Briefs, Series 10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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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 자원 대비 효과를 강화하여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전략을 가능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목표 도달을 용이하게 한다.
Rosen(1991)에 따르면 혁신은 관료제적 성격을 지닌 군에 혁신적인 민간의 사고와 접근이
유입될 때 가능하다.26) 관료제는 기본적으로 변화에 둔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저항을 하기 때문
에, 상황에 따른 적응적 변화를 쉽게 추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군뿐 아니라 정부 주도여도 관
료제이기는 마찬가지다. 여기에 변화에 민감하고 흡수가 빠른 대학과 민간기업의 노력이 더해져
야, 국방혁신의 아주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방혁신의 기반을 살
펴보기 위해서는 i) 민-군 협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국방혁신 기반을 갖추고 있는가, 아니면 여
전히 정부 주도의 국방혁신에 머무르는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그러한 혁신을 성공적으로 추구해온 결과는 방위산업의 고도성장으로 나타날 것이
다. 이는 강대국이 갖는 군사력의 원인이자 결과다. 신기술에 기반한 첨단의 무기체계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로
써 이들은 공급자가 되며, 추가적인 국방혁신을 위한 동력과 시간을 얻는다. 반면 후발 국가들은
소비자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장기 계획을 가지고 무기체계를 갖기에는 당장의 위협 대
응에 급급하다. 결국 약소국일수록 새로운 무기체계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은 별로 없고, 기껏해야
열심히 모방을 하는 수준일 것이다. 따라서 국방혁신의 기반을 검토하는 두 번째 판단 기준은 ii)
전 세계 방위산업 시장을 주도하는가로 삼을 수 있다.
중견국은 이러한 강대국과 약소국의 입장 사이에서 독자적 능력에 기반한 국방력 건설을
추구하고자 할 것이다. 지금 당장 대처하기 어려운 강대국의 위협에 대해서는 동맹에 의존하지
만, 점차 자주적 국방력 건설을 통해 동맹으로부터 자율성을 더 확보해가는 방향을 추구할 것이
다. 이는 상대 동맹국이 제지하는 바인 동시에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더욱 강한 군사력으로 동
맹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한편, 너무 강해져 통제가 어렵게 되는 상황을 바라지는 않는다. 따라서
중견국은 미래에 국방혁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동맹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자
주적 국방력 건설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Ⅳ. 주요 중견국의 미래 국방전략
이하의 내용에서 검토된 결과를 서두에서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해당 위치는 현재 시점
의 국방전략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검토된 전략들은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미중 전략 경
쟁의 상황을 장기적 관점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본 다른
국가들의 국방전략이라 할지라도 미래에 한국 국방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여러 시사점을 제공해

26)

Stephen Peter Rosen, Winning the Next War: Innovation and the Modern Militar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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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것이다.

동맹의 활용

민군 협력 기반,

국방혁신의 기반
정부 기반,

방산시장 공급자
동맹에 기여, 제지 부재
동맹에 의존, 제지 감수

방산시장 소비자

영국(미국), 프랑스(NATO)
호주(미국), 일본(미국)

1. 영국
1) 동맹과의 협력
한때 전 세계 패권국이었던 명성에 걸맞지 않게, 그동안 영국 전문가들은 자국이 전략 수
립에 미진했다는 인식을 해왔다.27) 영국은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미국과의 관계를 들고 있다.
일례로 영국의 대표적 국방 전문가인 패트릭 포터(Patrick Porter)는 적에 대한 뚜렷한 인식 없이
동맹국 미국에 의해 수동적으로 움직여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28) 그러나 영국과 미국의 관계는
대칭적 관계가 아니다. 영국이 미국의 제지를 받은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두 국가는 상호의존
적이며, 이해관계가 거의 일치된 ‘특별한 관계(Special Relationship)’다.
영국은 유럽에서 미국이 수행해야 역할을 분담하여 대신 수행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영국 정부는 2021년 발간한 국방전략서에서 “영국과 미국 간의 협력은 그 어떤 양자 협력보다도
가장 넓고, 가장 깊고, 가장 앞서 있다”고 자평하면서,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만족
을 드러냈다.29) 현재 영국은 미국과 거의 모든 안보 영역에서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있고, 미국
과의 관계와 NATO와의 관계를 분리하여 사고하지 않고 이 두 관계에 대한 동시 기여를 모색하
고 있다. 또한 글로벌 차원의 거의 모든 다자 작전을 함께 주도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 내에서는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개념 하에 미국에 대한 의존
을 약화시키기 위한 논의가 오래 지속되어왔다.30) 그러나 영국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유럽
의 전략적 자율성 개념은 범위, 정의 및 영향에 대해 이론과 논쟁이 있으나, 대체로 러시아, 중
27)

28)

29)
30)

Michael Graydon et al., “The Strategic Defence and Security Review Britain Need,”
Commentary, Rusi.org, January 28, 2020; Paul Newton, Paul Colley and Andrew Sharpe,
“Reclaiming the Art of British Strategic Thinking,” The RUSI Journal, Vol. 155, No. 1
(2010), pp. 44-50.
Patrick Porter, “Why Britain Doesn’t Do Grand Strategy,” The RUSI Journal, Vol. 155, No. 4
(2010), pp. 6-12.
Secretary of State for Defence, Defense in a Competitive Age 2021, March 22, 2021.
Dick Zandee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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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유럽 남부 등 현재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독자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영국은 프랑스나 독일과는 달리, 이러한 개념이 미국과의 관계 및
NATO를 저해할 것을 우려하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말하자면 영국은 NATO와 미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추구하는 한편, 유럽보다는 미국에 동조하는 입장을 추구해왔다.
영국은 NATO 외에도 파이브아이즈(Five Eyes)라는 군사동맹 및 정보 네트워크에 참여함
으로써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 이는 군사정보의 수집, 공유 및 활용을 위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체결한 군사 동맹 및 정보 네트워크이다. 또한 인태 지역에 위치한 국가가 아
님에도 불구하고 미국, 호주와 AUKUS 체결을 통해 중국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에도 동참하고
있다. 그밖에도 미국과 영국은 군사협력을 하는 범위가 대단히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어떤 주요
국가들 간의 협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영국은 미국과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이로 인
해 발생하는 책임을 공동으로 감당하고자 함으로써 미국과의 동맹에 기여하고 있다.
2) 국방혁신의 기반
영국은 오래전부터 모든 방산분야에 정상급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항공우주, 함정 분
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 보유하고 있다. 유럽 최대 독립 민간 방산복합체인 BAE Systems
와 세계 3위 엔진업체 롤스로이스를 보유하는 등, 영국은 세계적 방산기업 10여 개의 모국이다.
또한 총 20만7000개의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창출하고 있고,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의 97%가
중소기업이다.31) 이처럼 민간의 참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기반 하에서, 영국 방위산업은
2020년에도 무려 연평균성장률 11.6%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민간 참여는 영국 방위산업의 원동력이자 혁신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특별히
민간 연구개발은 항공, 위성, 사이버안보, 신소재 등국방 관련 분야의 세계적 혁신을 선도했으며,
민간부문의 R&D 역량과 정부의 노력을 결합해 영국의 국방과 경제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32)
영국은 미국과 유사하게 기술 소유권 이전 혜택을 통해 민간기업이 국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왔다. 국방 사업전략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민간 혁신기술 활용을 추진하였고, 공동
연구를 통한 무기 시스템 체계 확립과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
며, R&D 예산 확보 방안으로 신규 사업을 최소함과 동시에 개방형 자금조달 정책을 추진했다.
특별히 일찍이 2005년 및 2006년부터 국방부문과 민수부문 연구개발에 지속적인 장기 투
자와 기술개발을 연계시킬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하였고, Niteworks라는 군-산-학 네트워크에 약
175개 주체들이 참여하여 국방혁신을 추진해오고 있다. Niteworks는 ➀정책결정을 위한 근거
제공, ➁ 민간 영역 기술이 국방분야 적용 방안 제공, ➂ 실용적혁신 방안 모색 등을 사업 수행
에 필요한 중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33) 또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
31)
32)

박지혜, “2021년 영국 항공우주-방위산업 정보,” KOTRA 해외시장 뉴스, 2021년 9월 23일.
감혜미,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 효율화 방안 연구,”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11(2019), p.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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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며, 주요 무기체계의 획득 대안을 분석하고 사업추진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을 제시해오고 있다.
나아가 영국은 2016년에 민간 기술의 도입과 혁신 환경 반영을 위해 국방혁신이니셔티브
산하에 ‘Innovation and Research Insight Unit(IRIS)’를 창설했다. IRIS는 국방기술혁신 관련 전
략과 투자 우선순위를 제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IRIS는 정부, 학계, 산업, 협력국가 등으로
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국방관련 기술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위협과 가능성을 분석
하여, 국방기술혁신과 관련된 전략적 우선순위와 투자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제언하는 역할을 담
당한다.34) 또한 국방혁신펀드 8억 파운드 조성과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조직(DASA
Accelerator)도 신설했다.35) 이는 국방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방산업계가 아니지만 국방
기술에 기여할 수 있는 중견 및 중소기업과 대학, 민간 개인 연구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
다.

2. 프랑스
1) 동맹과의 협력
프랑스는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 자율성’ 개념을 발전시켜 왔으며 이는 실질적으
로 미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을 뜻한다. 미국에 의해 일정 부분의 자율성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저항이 있어왔고, 프랑스는 미국으로부터 자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프랑
스가 주도하고자 하는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도 함께 추구해왔다. 가장 최근인 2017년 문서에서
는 “불안정과 불확실이 지배적인 세계 체제하에서 국익을 방어하기 위해 결정과 행동을 독자적
으로 하는 것이 동맹과 협력국에도 신뢰를 줄 수 있다”36)고 적고 있다. 이는 프랑스의 전략적 자
율성이 유럽의 자율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994년 명시된 전략적 자율성 개념은 ① 상황에 대한 자율적 예측과 신속한 판단을 가능
하게 하는 정보력, ② 정치‧군사‧지역 차원에 대한 복합적인 통제, ③ 적시적소에 군사력을 투입
할 수 있는 전략적 이동성을 포함했다.37) 2008년에는 국가 지도자의 ① 평가의 자유, ② 결정의
자유, ③ 행동의 자유로 전략적 자율성 개념을 정의하고, 핵 억지력을 전략적 자율성의 필수 요
소로 언급했다.38) 이어 2013년 보고서에는 ‘평가‧계획‧지휘’ 혹은 ‘작전결정‧수행’의 자율성을 전

33)

34)
35)
36)

37)
38)

안형준, 국방과학기술 역량 제고를 위한정부연구개발 연계 및 활용 방안, STEPI 정책연구
2018-12, p. 102.
감혜미(2019).
“방위산업 혁신, 스타트업 우대에서 해법 찾아야,” 뉴스투데이, 2020년 1월 28일.
République Français, Revue Stratégique de Défense et de Sécurité Nationale (Defence and
National Strategy Strategic Review), 2017, p. 54.
Gouvernement Français, Le Livre Blanc sur la Défense, 1994, pp. 52-53.
Gouvernement Français, Le Livre Blanc: Défense et Sécurité Nationale, 2008,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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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적 자율성으로 규정했다.39)
특히 프랑스는 유럽연합 이익의 대변자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과 관계가 악화된 측면이
있다. 이를 계기로 하여 프랑스는 유럽의 리더이자 유럽의 이익과 일체화된 이익을 추구하는 국
가로서 위상을 부각하고자 했다. 2017년 전략서 내용 중 유럽과 NATO의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
함으로써 유럽의 야심을 주도하고 세계적 책임을 다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미국과
유럽 간의 간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40) 반면 미국과는 국방과 안보에 대한 이익을 공
유하고 있고, 상호 작전 그리고 정보 차원의 유대를 통하여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파트너라고 설명하는 데 그쳤다.
프랑스의 핵전력은 프랑스가 미국으로부터 추구하는 자주 혹은 전략적 자율성을 상징한다.
“방어 개념에서 핵 억제를 점차적으로 없애고 대서양 동맹의 보장에만 기대는 경우, 전략적 자율
성 원칙에 위배되는 의존성을 야기할 것”이라는 인식 하에 독자적 핵전력을 발전시켜왔다.41) 프
랑스가 제시하는 전략적 자율성의 목표는 NATO 및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프랑스의 독립성을 보
다 강화시켜야 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019년 7월 발표된 프랑스 상원 보고서는 프랑
스의 전략적 자율성이 200년 이상 지속된 대서양 동맹을 조건 없이 따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도, NATO와 미국 주도의 집단방위 체제에 비판적 견해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즉, 프랑스는 미국에 대한 의존을 거부하고, 미국에 의한 제지를 감수하지 않는다. 미국과
상대적으로 동등한 관계를 추구하는 측면, 즉 미국에 의존하거나 미국의 제지를 감수하지 않는
측면은 영국과 유사하다. 다만 미국과 완전한 이해관계의 일치를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영
국과 차이가 있다. 유럽의 이익과 미국 사이에서 갈등해야 할 때 프랑스는 유럽의 이익을 택할
것이나, 영국은 미국의 이익이 곧 자국이 이익인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또한 프랑스가 국익을
갖지 않는 지역에서 미국이 분담을 추구하고자 할 때, 영국과 프랑스의 정책 방향은 극명하게 차
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2) 국방혁신의 기반
프랑스는 전 세계 3위의 무기수출국으로서, 방위산업은 수십 개의 대기업과 4000여개의
중소기업으로 형성돼 고용 인력만 20만 명(전체 산업인구의 4%)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이며, 무
기의 70%를 국내에서 획득하고 있다. 또한 현재 프랑스는 EU 내에서 가장 많은 방위비를 지출
하는 국가이다. 2020년에는 NATO의 권고사항인 GDP 2% 방위비 지출을 상회하는 2.16%의 국
방비를 지출했다.42) 프랑스는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 내에서 보다 중요한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국방 예산을 늘리고, 특히 국방혁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39)

40)
41)
42)

Gouvernement Français, Le Livre Blanc: Défense et Sécurité Nationale, 2013, p.20; p.83; p.
138.
République Français (2017), p. 58.
오창룡, 이재승 (2020), p. 92.
IISS, Military Balanc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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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추구하는 자율성에는 정치적 자율성이나 작전 수행 자율성뿐 아니라 산업적 자율
성도 있다.43) 프랑스는 2017년부터 12개의 세계적 기업과 4,000여 개에 이르는 국내 중소기업
들로 구성된 ’국방산업및기술기반(Defence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Base, DITB)’을 발전시
켜왔다. 프랑스는 이러한 기술 기반의 국방혁신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권의 문제”라고 주장
하면서, 군에 대한 믿을 수 있는 획득 및 공급을 확보하는 것, 특별히 핵억제 역할에 대하여 이러
한 기반을 갖는 것이 프랑스의 행동의 자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략적 자율성의 한 축을 담당
한다고 보고 있다.44) 관련하여 국제무기거래규정(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ITAR)을 포함한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가 프랑스의 수출을 심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45)
프랑스는 방위산업 발전에 있어서 미국으로부터는 독자성을 추구하되, 상대적으로 유럽과
는 이익의 일치와 상호의존을 추구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방위펀드(European Defence
Fund)’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해오는 등 유럽 내에서 기술적, 산업적 차원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
한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 프랑스는 주권에 대한 준수를 제외한 나머지 접근에 있어서 유럽 차원
에서의 협력이 선호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가 유럽의 공동 방위산업 발전 추구
를 위한 네 가지 접근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권에 대한 준수’로서, 새로운 기술은 협력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전적으로 주권의 영역에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적으로 보유한 기술에
대한 협력’으로서, 공유가 가능한 장비에 대하여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상호의존에 의
한 협력’으로서, 공유가 전제된 상태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기술적 지식을 공유하여 이로 인해 도
출되는 결과까지 공유한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시장 대안’으로서, 구체적인 국가적 혹은 군사
적 요구가 사소한 경우, 이를 자체 능력으로 개발하기보다는 훨씬 다양한 대안들을 공급하는 시
장에서 해결한다는 것이다.46)

43)

44)
45)
46)

Ronja Kempin and Barnara Kunz, “France, Germany, and the Quest for European Strategic
Autonomy: Franco-German Defence Cooperation in A New Era,” Notes du Cerfa, No. 141,
December 2017, p.10.
République Français (2017), p. 63.
République Français (2017), p. 64.
République Français(2017),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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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방혁신의 접근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프랑스는 프랑스가 규정한 새로운 영역, 우주,
사이버, 그리고 인공지능(AI)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전력 운용과 건설이 가능하도록 다각도의 제
도적, 법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2017년에 사이버방위사령부를 신설하고, 2018년 1월에 사이버
국방전략검토서(Cyber Defence Strategic Review)와 2019년 1월에 사이버공격독트린(Cyber
Offensive Doctrine)을 발표함으로써 프랑스가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사이버 공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47) 동시에 공군과 우주군을 결합한 우주사령부를 신설하고,
2019년에 유럽 및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협의 하에 우주국방전략(Space defence strategy)을 수
립하였다.
또한 프랑스는 2017년에 민간 업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기반한 주
권적 의사결정 수단을 만드는 이른바 ARTEMIS (Architecture de Traitement et d’Exploitation
Massive de l’Information multi-Sources, Architecture for Processing

and

Massive

Exploitation of Multi-Source Information) 프로젝트에 착수했다.48) 2019년 9월에 인공지능 전략
을 수립하였고, 이와 관련 윤리적 사항에 대하여 국방부를 조언하는 윤리 위원회를 개설하기도
했다.

47)
48)

French Ministry of Armed Forces, Strategic Update 2021 (2021), p. 27.
“The French Defense Procurement Agency Selects the Consortium Led by Atos for Project
Artemis, phase II,” Atos, Press release, May 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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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
1) 미국과의 협력
호주는 1952년에 미국 및 뉴질랜드와 태평양안전보장조약(ANZUS)을 맺었다. 이는 세 국
가의 공동방위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며, 현재 미호 동맹의 근간이라 볼 수 있다. 해당 조약은
군사적 위기 발생 시에 미국이 호주를 돕기 위해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음에
따라, 호주는 일정 수준의 자주(self-reliance)를 추구해왔다. 또한 1970년대 후반 베트남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의 심화,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에서의 영국군 철수, 닉슨 독트린 선언 등의
사태로 인해 호주에서는 동맹국에 대한 도움을 바라기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
호주는 “국방에 있어서의 자주란, 군사적 능력이 호주가 저항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인 강대
국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만 미국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서는 호주가 호주 스
스로 안보적 상황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49) 즉, 호주의 선은 분명하다.
호주가 강대국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만 미국의 도움에 의지하고, 그 외의 영역에 대한 방위는
모두 호주가 스스로 감당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식별한 2013년 국
방백서에서는 호주 본토에 대한 무력공격을 억제 및 격퇴할 때에 다른 국가의 ‘전투 군이나 전투
지원군’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50)
이러한 국방정책은 호주 지역에 대한 독자적 방위를 강조하는 동시에 역외 지역에 대한 개
입을 자제한다는 데에도 초점이 있었다. 호주 공군이나 해군의 병력이 파견되어 다른 국가 군대
의 일부가 되거나 지원을 받게 되는 일은 기대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본토 방위의 핵심
은 ‘해‧공역에서의 거리(sea-air gap)’를51) 수호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더 넓은 지역의 안정성에
대한 전략적 위험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는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흥미롭게
도, 이러한 선언과는 별도로 호주는 한국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의한 군사적 행동에 거의 모두
참여해왔다.52)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으로의 복귀를 선언하기 전까지, 호주와 미국 간의 협력이
그렇게 긴밀하다고 보기는 어려웠다.53) 그러나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이 호주 의회 연설에서 미
군 해병 2,500명을 호주에 배치할 계획을 발표했고, 2014년에 호주와 미국은 미군배치협약
(Force Posture Initiatives)을 조인했다. 그 결과 호주 북부에 미군이 주둔해 왔고, 양국은 최근
49)

50)
51)

52)
53)

Department of Defence (호주), “Defending Australia in the Asia-Pacific Century: Force 2030.”
2009.
Department of Defence (호주), 2013 Defense White Paper, 2013.
호주의 북부와 북서부 해안, 그리고 동남아시아 해안 간에 존재하는 해상과 공중에서의 거리를 말한
다.
Job (2020), p. 2040008-12.
전경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으로의 복귀, 그리고 한국,” 주간국방논단(한국국방연구원),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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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둔 병력을 증가시킬 것을 합의했다.54) 이 협약은 인도주의적 지원, 해상전력 구축, 재난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양국간 협력기회 확보를 목표로 25년 이상을 상정하여 체결된 협약이
다.55) 이로써 호주의 국방에 대한 대미 의존도는 강화되었고, 미국과의 정책 및 우선순위의 조율
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보를 강화해오고 있다.
최근 호주와 미국과의 동맹 협력은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중국 위협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호주는 중국의 군사력을 따라잡을 수 없다.56)
따라서 역내 안보에서 더 많은 역할을 받아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그에 부합하는 군의 형태
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이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호주가 독자적으로 대응 역량과 태세를 구축
하기보다, 미국과의 국방 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이 역내에서 보유한 능력과의 융합을
추구하는 것이다.
호주의 2016 국방백서(Defence White Paper)에서는 호주의 국방이 ANZUS와 미국의
확장억제뿐 아니라 미국의 첨단 기술과 정보에 대한 접근에 기반하고 있다고 표현되고 있다. 또
한 미국과의 상호운용성을 유지하는 것이 호주군의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이라고 적고 있
다.57) 정보 공유 공동체인 파이브아이즈(Five Eyes)와 미국과 호주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파인갭
(Pine Gap)도 강조한다. 나아가 호주는 2021년 전격 체결된 새로운 동맹, AUKUS를 통하여 미
국, 영국의 해군으로부터 핵잠수함의 핵추진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기로 합의했다. 이는 미국이
호주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대신 핵개발 능력에 대하여 제지를 걸었던 측면을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미국, 영국 및 호주가 중국의 도전에 대해 연합 전선을 형성했다는 것을 상징적
으로 표현한다.58)
아울러 호주는 그동안 미국 해군과 영국 해군이 몇 달간 독립적으로 운항이 가능한 초대형
무인수중선(extra-large unmanned underwater vehicles, XLUUVs)과 무인수상선(unmanned
surface vehicles, USVs)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59) 호주는 정
보, 감시, 정찰,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공격을 가하는 해상 무인 체계 능력을 발전시키고자, 이러
한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영국과 협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협력의 구심점은 AUKUS뿐
아니라, 쿼드(Quad)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쿼드의 다국적 상업 혁신 기반(multinational
commercial innovation base)는 각국의 구조적 재정 압박과 정부 주도 혁신 모델을 극복하는 데
유용할뿐만 아니라 호주 군이 주요 신흥 기술을 응용한 전력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분산
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60)
54)
55)
56)
57)
58)
59)

60)

“호주, 미국과 군사 협력 강화...‘미군 주둔 확대’,” VOA 뉴스, 2021년 9월 17일.
최준화, 호주 방산시장 진출전략 보고서, 국방기술품질원, 2020년 9월, p. 14.
Davis (2020), p. 19.
Department of Defence (호주), 2016 Defence White Paper, 2016.
USNI News, November 24, 2021.
Malcolm Davis, “Unmanned Systems Are the Future, and Australia’s Navy Needs to Get On
Board.” The Strategist, October 15, 2019.
김기범, “쿼드(Quad) 국가간 신흥기술 협력과 국방 분야에의 영향,” 국방논단, 2021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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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혁신의 기반
이제까지는 호주는 미국의 확장억제 하에 있어 왔고, 호주 본토에 대한 위협은 거의 부재
하다고 봤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가 값비싼 방위 옵션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이를 위해 충분한
국방혁신 기반을 가질 필요성도 높지 않았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 지역이 호주 인접 해
역이 됨에 따라, 호주의 위협 인식은 달라졌다. 이를 계기로, 현재 호주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하여 역내에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61) 지상, 공중, 해상
외에 사이버 공간과 우주를 새로운 작전 영역으로 식별하고 있으며, 해당 영역들에서 호주의 안
보와 번영을 위한 이익의 확장을 추구하고자 한다.62)
이를 이행하기 위해 호주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2020 국방 전략 계획(Defence
Strategic Update)을 발표했다. 특히 2016년 국방백서(Defence White Paper)에 나온 획득 예산
인 1,950억 호주 달러와 비교 시에 약 40%가 증가된 2,700억 호주 달러 규모의 획득 예산이
주목을 받았다. 이는 향후 10년 간 국방 산업에 투자될 금액으로서, 해군력 증강이 750억 호주
달러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공군에 650억 호주달러, 육군에 550억 호주 달러, 사이버전
에 150억 호주 달러, 우주 통신 및 감시 장비에 70억 호주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63) 이러한
예산을 토대로 특히 원거리 투사력, 대잠‧대항 능력, 정보감시정찰 자산 능력을 강화하려는 추세
가 엿보인다.64)
SIPRI에 따르면 호주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을 기준으로 방산수출 19위에 해당하
는 국가로서, 아직 방위산업이 크게 발전한 국가로 보기는 어렵다. 업체 수는 많지만 활동은 소
수의 대규모 업체에 집중되어 있고, 호주 정부에 따르면 외국 자회사가 전체 방위산업 노동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65) 그러나 호주 정부는 2018년부터 10년 내에 세계 10대 방위산업 수
출국이 되겠다는 포부 아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해왔다. 2021년 기준
호주의 방위산업은 386억 호주달러 규모로 지난 5년간 약 2.1%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향후 5년
동안도 3.5% 가량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66) 호주는 전망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도
방위산업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한다.67)
이에 호주 정부는 ‘호주산업능력(Australian Industry Capability)’ 계획을 통해 자국 산업의

61)

62)
63)

64)

65)
66)
67)

p. 9.
Malcom Davis, “Australia as a Rising Middle Power,” No. 328, The RSIS Working Paper series,
April 23, 2020, p. 1.
Davis (2020), p. 7.
호주 멜버른무역관(홍승일), “2020 국방전략을 통해 본 호주의 안보강화 계획,” KOTRA 해외시장 뉴
스, 2020년 8월 25일.
조비연, “미중 간 전략경쟁과 여타 중견국의균형-편승 스펙트럼,” 국제지역연구, 제30권 4호(2021
겨울) p. 81.
최준화 (2020), p. 40.
전희정, “2021년 호주 방위산업 정보,”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년 12월 23일.
최준화 (2020),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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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및 개발을 보호하고 있다.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31억에 달하는 미국 달러의
기금을 마련하여 은행이 융자를 꺼리는 수출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정책을 마련했다. 또한
방위산업역량센터(Centre

for

DefenceIndustry

Capability,

CDIC),

차세대기술기금(Next

Generation Technologies Fund, NGTF), 국방 혁신 허브(Defence Innovation Hub) 등의 육성조
직(기금)을 설립했다. 아울러 중앙 방위산업 수출청을 만들고 호주 대사관 군무관의 역할을 확대
할 계획에 있다.68)

4. 일본
1) 미국과의 협력
전후 일본은 방위에 대하여 미국에 일방적인 의존을 취해왔으나, 아베정권 이래 ‘수정주의
보통국가론,’ ‘수정주의적 내셔널리즘’을 추구하면서 보통군사국가화의 방향으로 향해가고 있
다.69) 그러나 미국에 대한 의존을 약화시키고 자주 국방의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과
거에 비해 미일 동맹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 상호의존을 강화하는 방향을 향하고 있다.
최근 미일동맹은 대중 위협인식의 일치로 인해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과거에 위협의 우선
순위 측면에서 중국보다 북한이 앞섰다면, 2010년을 계기로 위협의 우선순위가 중국쪽으로 급격
히 경사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70) 특별히 2010년부터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의
대일 압박 정책을 경험한 뒤, 일본의 안보 정책은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다. 2021년 방위백서에서는 중국을 심각한 군사안보 위협으로 보는 인식
이 더욱 강하게 드러나 있다. 중국 해안경비대의 규모와 잦은 출몰이 센카쿠 열도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표현되어 있다.71) 또한 백서는 최초로 “대만을 둘러싼 환경을 안정화하
는 것은 일본의 안보와 국제 공동체의 안정에 중요하다”72)고 주장하고, 대만해협을 봉쇄하여 일
본의 해상교통로를 저지 또는 차단하려는 행위자로 중국을 직접 지목했다.
이러한 위협 인식의 일치와 동시에, 일본은 역내에서 미국의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도 상당
한 기여를 하고 있다. 2015년에 18년 만에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따르면, 일본 이외의 제3
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가해질 경우, 지역 및 국제 안보질서 차원에서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우
주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를 위한 협력까지 상호 안보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즉,
미일 연합작전의 지리적 제한을 없애고 일본 자위대가 전 세계에서 미군과 작전을 벌일 수 있도
록 했다는 것이다.73)
68)
69)

70)
71)
72)

“호주, 10대 방위산업 수출국 진입 목표.” Indo-Pacific Defense Forum, 2018년 2월 19일.
박영준, “일본 아베 정부의 안보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1호
(2014), pp. 87-121.
김두승 외, 일본의 대중정책과 한국의 안보, KIDA 연구보고서 안2013-3415, p. 47.
Ministry of Defense, Defense of Japan 2021, p. 3.
Ministry of Defense(2021),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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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5년 지침에서는 미군과 자위대가 일본이나 주변 지역에 무력공격이 발생했을 때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평시 양자적국방기획(bilateral defense
planning)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담겨 있다. 일본 주변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호협력기획(mutual cooperation planning)을 실시할 것도 명시했다.74) 본 지침에는 동
맹 기획을 최적화하기 위한 동맹조정메커니즘(Alliance Coordination Mechanism, ACM)이 구체
화되어 있다. 메커니즘의 세부 기능으로는 조율을 위한 회의 개최, 연락 장교의 상호 파견, POC
지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미군과 자위대는 공동으로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춘
양자조정센터(bilateral coordination center) 설립을 준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미국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하여 제지를 가하던 부분을 일부 해제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일본은 국내 차원에서 이러한 지침 내용을 반영하고자 2016년 평화안보법 시행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이 직접 공격을 당하지 않더라도 일본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국제사회의 평화가 위태롭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전이 가능해졌고, 미군 등
외국군대 함선을 방호할 수 있게 되었다.75) 미국이 대응해야 하는 역내 위협에 대해 동맹 역량으
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이 일본의 군사력 운용의 자율성을 높여준 것이다.
또한 일본의 아베 신조는 2016년에 인도태평양에 대한 비전을 직접 창안하여 미국과 공동
으로 발전해오는 적극성을 발휘하고 있다. 2021년 일본 방위백서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 개념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이를 일본의 국방 비전으
로 내세우고 있다.76) 또한 국방비전과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축으로서 1) 독자적인
국가방위 아키텍처 다음으로 2) 미일 동맹, 3) (다른 국가와의) 안보협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방위성

장관은

서문에서

미국과의

동맹이

일본

안보에

“최상위의

중요성(paramount

importance)”을 지닌다고 표현하고 있다.77) 미국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이 일본으로부터
온 이며, 일본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비전을 공유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78)
일본이 미일 동맹을 통해 수행할 것을 명시한 내용은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내용으로
만 국한되지 않는다. 물론 ‘우주 영역과 사이버 영역의 협력,’ ‘포괄적 미사일방어체계,’ ‘양자간
훈련 및 연습,’ ‘정보, 감시, 그리고 정찰(ISR) 활동,’ ‘해양 안보,’ ‘군수 지원,’ ‘일본에서의 대규모
재난에 대한 대응 협력’ 등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한 축으로 한다.
그러나 다른 한축은 더 넓은 영역에 대한 협력 강화 및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바람직한 FOIP
를 위해서 ‘해양질서의 유지 및 강화’와 ‘인도적 지원/재난 구조’에 있어서의 양자적 활동을 실시

73)
74)

75)
76)
77)
78)

박영준,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과 아태지역 안보질서 전망,” EAI일본논평 2015년 5호, p. 2.
“The Guidelines for Japan-U.S. Defense Cooperation,”
https://www.mofa.go.jp/region/n-america/us/security/guideline2.html (검색일: 2021. 10. 15.)
“골격 드러내는 일본 무장강화 지침 ‘방위대강’,...‘개헌 전에 괴헌’,” 경향신문, 2018년 12월 5일.
Ministry of Defense (2021), p. 1.
Ministry of Defense (2021), 국방부 장관의 서문.
White House,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Febraury, 2022,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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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국방 장비 및 기술 협력’ 그리고 ‘합동/공동 사용’ 영역에서의 협력을 강화 및 확대할 것을
추구하고 있다.
2) 국방혁신의 기반
그간 일본은 평화헌법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방위력을 증강해야 하는 안보전략의 모순 속에
서 미일동맹에 의존하는 내생적 모델(indigenous model)을 구축해왔다.79) 1967년 이래 일본은
무기수출 금지정책, 이른바 ‘무기수출 3원칙’을 준수함으로 인해 수출 시장에 대한 접근이 원천
적으로 차단되었다. 이로 인하여 국내의 수요만으로는 일본 방위산업이 이윤 창출을 위한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한 측면이 컸다.80) 미국에 대해서는 국방기술의 수출이 가능하도록 완화되기는
했다. 그러나 수십년간 해외 선진 기업들과의 공동개발이나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함
에 따라, 선진 국방과학기술의 습득을 통한 혁신은 크게 제한되는 구조였다.
방산업체와 우익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어, 아
베 내각 수립 이후부터 근본적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2013년 방위대강에서 무기 장비의
기술 이전과 국제 공동개발과 생산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급기야 2014년에는 “방위장
비이전 3원칙”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하였다.81) 평화공헌, 국제협력에 기
여하는 경우; 일본의 안보를 위해 미국 등 안보상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와의 국제 공동 개발‧생
산하는 경우; 그리고 일본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경우 등에 대해 심사를 거쳐 방위 장비와 기
술 이전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무기의 해외수출을 인정하는 대전환이었다.82) 뒤이어
2015년에는 군사기술의 연구 및 방위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방위장비청을 개청했다.83)
이를 계기로 민간부문과의 군사기술 협력도 활성화되어 왔다. 방위장비청은 민-군-관-학
을 연계하는 협력을 주관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고 범용기술을 개발하는 두 가지 방식을
추구해오고 있다. 방위장비청은 대학과 연구기관의 군사기술 연구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안전보
장기술연구추진제도’를 시행했는데, 이는 대학‧연구기관‧민간 기업 등으로부터 응모받은 연구에
대하여 방위성이 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본의 첨단 민수기술을 방위산업 부문에서 활용하
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다.84) 2013년 시행된 ‘특정기밀보호법’ 역시 방위산업에 대한 민군협력
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국방연구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의식한 과학자들이 국방연
구를 기피하자, 이러한 연구를 비밀로 취급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과학자들을 국방연구
를 기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85) 이로써 2015년 이후 민군
79)

80)
81)

82)
83)
84)

윤대엽, “첨단 방위산업과 군사혁신의 정치경제: 한일전략과 동맹.”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춘계학술
회의 및 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안보정책포럼 자료집, 2022년 3월 17일.
김종열,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 폐지와 방위산업", 융합보안논문지, 제14권제6호(2014), p. 42.
Ministry of Defense, “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s for for FY 2014 and Beyond,
December 17, 2013,” p. 27.
김종열(2014), pp 43-44.
윤대엽(2022), p. 115.
김진기, “아베 정권의 방위산업‧기술기반 강화전략,” 국방연구, 제60권 제2호(2017),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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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술 협력은 이전과 비교하며 대폭 증가하였다.86)
변화의 모습이 투영된 최근 문서로는 2021년 7월에 발간된 2021년도 일본 방위백서가
있다.87) 백서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방위장비청
안에 미래능력발전센터를 설립하고, 첨단기술전략국장과 기술협력지원부서를 설치하는 등 국방
에 첨단기술을 수용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네 가지 노력으로서, 방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약제도의 개혁; 방위장비 공급
망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 수입 장비의 유지 보수를 위한 방위 산업의 참여 증대; 그리고 방위장
비이전 3원칙에 입각한 장비이전의 장려를 추구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 미국으로부터의 구매가 압도적으로 많은 방산시장 소비자
국가이다. 2017년~2021년 사이 전세계 무기 수입 순위 10위 국가로, 무기 공급자는 미국, 영
국, 스웨덴 순이다.88) 그렇지만 미국의 공급이 압도적이다. 2021년 기준, 일본은 방위장비의
90% 이상을 미국으로부터 조달해온다.89) 일본은 미국의 대외유상군사원조(Foreign Military
Sales, FMS)를 통하여 정부간 거래로 상당한 무기를 들여오는데, 미국의 일본에 대한 FMS 조달
액은 2011년에 431억엔(약 4138억원)에서 2016년에는 4858억엔(약 4조6648억원)으로 10배
이상 뛰었다.90) 또한 군사기술 및 방위장비에 대한 공동연구 사업도 주로 미국에 편중되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91)

Ⅴ. 한국에 대한 함의
한국은 중견국으로서의 위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외교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
반면 중견국으로서 어떻게 국방전략을 추구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없
었다. 캐나다나 호주와 같이 군사적 뒷받침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중견국으로서의 외교력을 보
유하고 강화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들은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에 당면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자국의 안보에 국한하지 않은 지역, 혹은 세계를 향한 훨씬 더 많은 외교적
수단들을 보유하고 다양한 국제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85)

86)
87)
88)
89)

90)

91)

김진기, “일본 군사관련 규범의 변화에 대한 연구: 무기수출3원칙과 특정비밀보호법을 중심으로,” 민
족연구, 제73호 (2019), p. 158.
윤대엽 (2022), p. 117.
Ministry of Defense (2021).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March, 2022 (검색일; 2022년 3월 15일).
US Department of State, “U.S. Security Cooperation With Japan,” January 20, 2021.
https://www.state.gov/u-s-security-cooperation-with-japan/#:~:text=Japan%20acquires%20m
ore%20than%2090,interoperable%20technology%20with%20advanced%20capabilities.(검색일:
2022년 3월 25일)
“일본 방위예산 늘어도 미국이 가로채".. FMS 계약체계 ‘불만’,” 중앙일보, 2018년 1월 18일 (검색
일: 2022년 3월 25일).
윤대엽 (2022),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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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그간 당면해온 매우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인하여 세계적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북한에 대한 대비에 집중해야만 했던 한국 정부는 보다 멀리, 그리고
보다 넓은 안목에서 한국의 국방이 추구해야 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웠다. 북한에 의한 국지
도발과 전면전 도발 외에 지역적 차원에서 안고 있는 공동의 문제나 세계적 차원의 문제에 주도
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웠다. 강력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기여보다는 의존하는
비대칭적 위치에 있었고, 국방혁신을 위한 자체적 기반을 추구하기에 어려운 국내 여건에 있었
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패권적 질서에 의하여 미국에 대한 정치적 연대나 미국에 대한 의존이
큰 도전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미중 전략적 경쟁이라는 새로운 안보환경에 따라, 한국은 지금까
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졌고, 이를 위해 자기주도적인 미래의 청사
진을 그려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미중 전략 경쟁하에서 중견국 한국이 추구해야 할 미래의 국방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가? 본고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한국과 유사하게 미중 전략 경쟁 상
황하에 전보다 어려운 정책적 선택에 직면해 있는 국가들, 프랑스, 영국, 호주, 일본의 국방전략
에서 대한민국 국방부가 받아갈 함의를 찾고자 했다.
첫째, 동맹과의 협력을 어떻게 추구해야 할지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에 대한 의존을 강화하고, 미국이 한국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비대칭적인 한미동맹 관계를 보다 대칭적 차원
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영국은 미국과 가장 강력한 동맹 관계
를 유지하며 위협 인식뿐 아니라 이에 대한 대비를 일치시키고 있고, 이를 통해 자국의 안보와
번영뿐 아니라 세계적 위상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프랑스는 미국보다 유럽연합 및 NATO와의
다자관계를 유지하고, 자국의 이해관계를 미국이 아닌 유럽과 일치시키면서 NATO 동맹 하에서
미국으로부터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추구하고 있다.
호주와 일본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그로 인해 동맹으로부터 받는 제지
에 대한 감수도 크다. 한편 최근 호주는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기술 협력을
받기로 했다. 이는 금기시 됐던 핵개발 기술에 대한 제지가 완화된 것이다. 제지의 완화나 해제
는 곧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동시에 호주의 국방력에 도약의 기회가 될 것
이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한국의 미사일 개발 및 보유를 일정 부분 제한해온 한미 미사일 사
거리 지침을 완전히 해제한 것은 대단히 큰 의의가 있다. 한국이 자주적인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
은 매우 당위적이고도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의 약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제지를 풀고 한국과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방혁신의 민간과 학계의 노력이 국방에 흡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방이 쌓
아놓은 장벽을 스스로 과감히 허물 필요가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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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수급 부족에 직면할 것이다. 기술력으로 인력을 보완해야 하는 계기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맞물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와 운영체계는 대부분 AI를 기반으로 한 체계로 바뀌
게 될 것이다. 또한 이미 강대국들의 경쟁으로 각축장이 된 사이버와 우주의 영역에서 한국에 위
협이 될 수 있는 타국의 행위들을 예방하거나 억제하고, 우리의 국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
러나 이 광범위하고도 빠른 변화를 정부 주도적 국방혁신으로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
군사기밀에 대한 보안 의식이 대단히 높은 한국은 일차적으로 민간 및 학계와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다. 현상에 대한 문제 인식과 평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가 갖는 제약들, 해결을 위해 추구하는 방향들에 대해 공유될 수 있어야만 혁신적인 해법을 함께
모색할 텐데, 이것부터가 불가능하다. 영국과 프랑스는 정부 정책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
력하고 있고, 의회를 중심으로 민간 영역에서의 열띤 토의와 방향 모색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과 학계의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군의 수요에 대한 공급자가 훨씬 더 다양해질
수 있다. 다양화된 공급은 경쟁을 낳고, 경쟁은 혁신의 원동력이 된다. 이러한 기반을 통해서만이
미래의 국방전략이 충분한 수단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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