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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국방예산 분석 및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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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재 옥(국방자원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년은 사실상 국방예산 50조 원 시대의 출발점이다. 2020년 국방예산은 50조 원
시대를 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추경 편성으로 불가피하게 도중하차했다. 2021년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5.4%가 증가한 52조 8,401억 원이다. 이 금액은 세계 10위의
국방비 규모이고, 정부 총지출의 9.5%를 차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2.4%
수준이다.
2021

<표 1> 2021년 국방예산(일반회계) 현황
(단위: 억 원, %)
2020

국방예산
전력운영비
방위력개선비

2018

2019

431,581
296,378
135,203

466,971
313,238
153,733

증가율

본예산

추경

501,527
334,723
166,804

483,782
326,146
157,636

2021

본예산
대비

추경
대비

528,401
358,437
169,964

5.4
7.1
1.9

9.4
9.9
8.3

주: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복지 수요 증가로 2020년 국방예산(추경)은 본예산 기준 1조
7,745억 원(전력운영비 8,577억 원, 방위력개선비 9,168억 원)이 삭감되었다.

국방예산 분석
국방예산은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병력운영비+전력유지비)와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로 구분된다. 2021년 병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3.7%가 증가한 20조
5,872억 원이고, 전력유지비는 12.1%가 늘어난 15조 2,564억 원이다. 최근 4년간
(2018~2021년) 전력운영비 연평균 증가율은 6.2%이고, 이를 구분한 병력운영비가
4.7%, 전력유지비가 8.6%이다. 2021년 전력운영비의 편성 중점은 ① 국방 인력구조
정예화, ② 현존 전력의 능력 발휘를 위한 필수소요 우선 반영, ③ 장병복지 지속
개선, ④ 비전통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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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2021~2025 국방 인력구조 재설계’ 계획이 반영되었다. 2021년에 간부
1,065명(장교 710명 감축, 부사관 2,315명 증원)과 군무원 5,367명을 증원한다.
이 계획의 골자는 2020년 상비병력 55.5만 명 중 간부 19.9만 명(장교 7.0만 명,
부사관 12.9만 명)을 2025년 상비병력 50만 명 중 간부 20.2만 명(장교 6.7만 명,
부사관 13.5만 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영관급에서 중령·소령을 늘리고, 부사관
에서는 상사·중사를 늘리는 방식을 통해 ‘소수 획득-장기 활용’을 추구하는 ‘항아리형’
인력구조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군무원을 2020년 3.5만 명(현역 대비
6.3%)에서 2025년 4.7만 명(현역 대비 9.4%)으로 증원한다.
둘째, 현존전력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군수․시설․교육 및 훈련의 필수소요가
중점 반영되었다. 장비유지비는 장비가동률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에 비해 7.7%가
늘어난 3조 7,367억 원이 편성되었다. 군사시설 정책을 현재 시설 중 30%가 30년이
넘은 상황을 고려하여 ‘신축’ 투자에서 ‘유지관리’ 투자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2018년부터 시설유지비를 대폭 증가시켰다. 또한 마일즈 장비, 가상·증강현실
(AR·VR) 기반 가상훈련체계 등 과학화 훈련 장비를 확대하고 있다.
셋째, 장병 복무여건을 사회발전 수준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군 병사의
복무에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장병 자기개발을 지원하고, 의식주의 질적 개선을 추
진하며, 민간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병 봉급 인상
(병장 541→609천원), 병사 군 단체 보험 신규 도입, 독신자 숙소 및 간부주거시설
확대 등이다.
넷째, 사이버·테러·재난·감염병 등 비전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 안보’의 역량을
확충하고 있다. 2021년 전력운영비에 편성된 비전통 위협 관련 예산은 사이버 역
량 강화(289억 원),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1,152억 원), 대테러·대화생방 대응능력
보강(544억 원)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방위력개선비 중 이와 관련된 예산은 폭
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R&D), 잠수함구조함-II, 신형제독차(K-10) 등 1,547억
원이다.
한편 2021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 389억 원이 편성되었다.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서 타결될 전망이다. 2020년 3월 말 한미 양국 실
무협상단은 “2020년에 전년 대비 13% 인상한 뒤 2024년까지 연간 7~8% 상승률을
적용한다”는 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협상을 타결하지는 못했다.
이 수준이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2021년 방위력개선비는 지난해에 비해 1.9% 증가한 16조 9,964억 원이고, 최근
4년간(2018~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8.7%이다. 2021년 방위력개선비의 편성 중점은
①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억제능력 확보, ② 국방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활성화이다.
첫째, 핵․WMD 위협 대응 전력(5조 8,069억 원), 전작권 전환 관련 전력(2조 2,65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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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군구조 개편 전력(6조 3,455억 원)이 2021년 방위력개선비의 약 85%를 차지하
고 있다. 이 투자는 국방개혁 2.0의 전력구조 및 부대구조 개편 과제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 최우선 순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전력이다. 결국 이에
따른 우선 투자 대상은 독자적인 감시정찰과 전략표적에 대한 정밀타격 전력이다.
즉, 군위성·고고도 정보탐색 능력, 스텔스 기능 항공전력·원해작전 수행 해상전력,
공격·방어용 유도무기이다. 주요 사업은 군 정찰 위성, F-35·장보고-III Batch-II·
광개토-III Batch-II,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R&D)·패트리어트성능개량·탄도탄조기경보
레이더-II 등이다.
차순위는 전작권 전환 관련 전력과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구조 개편 전력이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전력사업은 군위성통신체계,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피아
식별장비성능개량 등이다. 군구조 개편과 관련한 전력사업은 한국형 전투기
(KF-X), K-2 전차, 한국형기동헬기, 울산급 Bacth-II 등이다.
둘째, 국방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및 국내 방위산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4년간(2018~2021년) 국방연구개발의 연평균 증가율은 11.9%이다. 2021년
국방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10.5% 증가한 4조 3,314억 원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체계개발(2조 1,870억 원), 기술개발(1조 3,878억 원),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
질원 인건비·운영비 등(7,56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점은 기술개발에 맞췄다.
기술개발 중 핵심기술개발(6,318억 원),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886억 원), 민군
기술협력(908억 원)이 그 대상이다. 핵심기술개발 투자와 관련해서는 국방전략기
술 8대 분야(자율·인공지능 기반 감시정찰, 초연결 지능형 지휘통제, 초고속·고위력
정밀타격, 미래형 추진 및 스텔스 기반 플랫폼, 유·무인 복합 전투 수행, 첨단기술
기반 개인전투체계, 사이버 능동대응 및 미래형 방호, 미래형 첨단 신기술)의 개
발과제를 273개에서 373개로 확대하고, 우주기술 등 미래기술 개발에 방점을 찍
었다. 또한 부품 국산화 개발을 위해 차세대 국산전투기와 잠수함 등 주요 무기체
계의 핵심 부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제한품목을 발굴하고 개발과제를 신설
하였다.
아울러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방위산업 수출지원(특히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국방벤처 기업·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지원 등에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968억 원이 편성되었다.
정책적 함의
2021년 국방예산의 정책적 함의를 규모, 배분, 효율성 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기 간 국방예산 증가율은 과거 3년간에 비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국방예산은 이론적으로 위협요인, 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국방예산은 정부 총지출의 10%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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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기간 정부 총지출에서 국방예산이 차지하는 연평균 비중은 10.0%이다.
다만 최근 4년간(2018~2021년) 그 비중은 9.8%이고, 2021년은 특히 9.5%이다. 즉,
최근 정부총지출 증가율에 비해서 국방예산 증가율이 낮다. 이는 2021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8.9%인 반면, 국방예산 증가율은 5.4%인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기 간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와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고려하면, 국방예산
증가율은 예전에 비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해결책 중 하나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식별하여 투자하되, 차순위, 차차순위로 갈수록 소요를 더 조정하는 것이다. 2021년
국방예산의 우선순위는 국방개혁 2.0의 핵심과제인 국방인력구조․전력구조․부대구조
개편, 국방연구개발, 전력운영 필수 소요 사업 등이다.
둘째, 2021년 국방예산의 배분은 예외적인 것처럼 보인다. <표 1>에서 보듯이
2021년 전력운영비의 증가율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1%인데 비해, 방위력개선비의
증가율은 1.9%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집행한 2020년 추경 국방예산을 기준으로 검토하면, 2021년 전력운
영비의 증가율은 9.9%이고, 방위력개선비는 8.3%이다. 국방예산 편성은 당연히
‘집행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 게다가 국방예산 배분은 단년도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기간으로 확장해서 평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고
국방개혁 의 주요 과제에 투자하는 방위력개선비 우선배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년간
년 국방예산은 연평균
증가하였는데 이 중 전력운영비
증가율은
방위력개선비는 이다 국방비 내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년
에서 2021년 32.2%로 상승하였다.
셋째, 국방재정 효율화는 인력, 군수지원, 군사시설뿐 아니라 무기체계 획득, 국
방연구개발까지 전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다. 우선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의 부
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50만 명의 상비병력 규모를 유지하고 간부자원을 획득
하는 것은 난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조합(policy mix)이 마
련되어야 한다.
무기체계의 적정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 시작단계인 총수명주기관리(TLCSM:
Total Life Cycle System Management)가 빠른 시간 내에 구축되어야 한다. 총수명
주기를 고려하여 운용 중이거나 획득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장비운영유지비를 적
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군사시설에 대한 시설유지 내역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시설이력정보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비전통 위협 대응에 있어 군이 수행
할 역할의 범위와 수준을 설정하고, 법적·제도적 근거를 구비해야 한다. 이를 토
대로 비전통 위협 대응에 효과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무기체계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획득하는 문제도 당면 과제이다. 이는 획득단계
에서 비용·성능·일정을 합리적으로 검증하고 관리하는 노력과 더불어 유연한 사
업추진 방식을 적용할 때 달성될 수 있다.
2005~2021

,

2.0

4

(2018~2021

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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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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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3대 분야(국방운영, 기술․기반, 전력체계)에
적용하는 ‘스마트 국방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체계적인 로드맵을 수립
하여 추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 기술을 국방
운영에 접목한 사례는 각 군 스마트 부대 구축,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한 안
전·의료·급식·피복 질 개선 및 무기체계 총수명주기관리 최적화 등이다. 2021년 전
력운영비에 편성된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 관련 예산은 1,552억 원(정보화·교육훈
련·군수·시설 등 55개 사업)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첨단 무기체계나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된 핵심기술에 접
목하는 ‘전력체계 혁신’은 어려운 과제이다. 미래 전략기술을 개발하고, 동시에 4차 산
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무기를 확보하여 군사적 우위를 확
보해야 한다. 특히 무인기와 로봇을 넘어서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전력체계 혁
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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