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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문
2020년 한 해가 역사적인 해로 기록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많지 않을 것입니
다. 전 세계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팬데믹이 가져온 공포와 충격 속에서 한 해를 보
냈습니다. 일부 백신이 승인되어 몇몇 국가에서 보급이 시작되었지만, 변종 발생
가능성이 큰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팬데믹의 공포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을지
아직 단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19로 초래된 언택트 문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각종 혼란 속에서 역설적으
로 전통적 의미의 군사위협은 예년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자연재해 등 비전통 또는 초국가·비군
사 안보위협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국방의 새로운 역할로 주목받았습니다.
우리 군은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자체 방역에 성공했
고 전 세계적 모범이 된 국가방역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군의 선
제적이고 자기희생적인 방역 노력과 위기 시 정부와 민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결과였습니다. 더불어 애초부터 초국가·비군사 위협 등 전방위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해 온 국방개혁 2.0의 성과가 드러난 결과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 19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에 골몰하고 있는 동
안 표면적으로는 국가들 사이의 갈등과 충돌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고 전통적 군
사위협은 현저히 줄어든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측면에서 미래에 발생
가능한 다양한 갈등들이 잠재해 있으며 더욱 심화된 형태로 촉발될 가능성도 커
우려됩니다.
대부분의 석학과 전문가들은 코로나 19 위기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국제질서의 갈
등 구조를 크게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19로
초래된 경제위기는 과거 금융위기보다 더욱 심화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 예상됩니
다. 이러한 경제위기가 전 세계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
고 붕괴하는 국가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왕에 진행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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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화와 국가 이기주의 확산이 더욱 강화되고 각국 정부들이 위기 대응을 위
해 배타적 민족주의 동원에 나설 경우 2021년 이후 국제질서는 과거보다 훨씬 더
갈등적인 형태로 전개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기는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더욱 증폭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작
지 않습니다. 올해 대선으로 출범할 미 신행정부는 대북전략을 포함한 대외전략
수립 완료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초래된 대내적 위
기 극복에 몰두하는 동안 북미 비핵화 협상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가 부
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과거 미 행정부 교체기의 전례들과 같이 도발을 감행한다
면 한반도와 역내의 긴장고조는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상황이
미중관계 악화와 연계될 경우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국제적 협력은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와 함께 온다고 합니다. 한국은 코로나 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국제
적 위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국면의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국
가가 되어야 합니다. 대규모 감염병 재발에 대비한 효과적 대응체계 구축, 전 세계
적 경제회복을 위한 국제협력, 실패국가 발생 시 평화유지 활동 등 포스트 코로나
국면은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국제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은 세계화된 질서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향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를 주도해 나갈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여주는 중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우리 국방의 역할은 다시 한번 부각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튼
튼한 안보태세를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다양한 갈등이 잠재된 포스트 코로나 국
면에서 우리 군의 위기 대응능력과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는 어떠한 형태의 도발도
허용하지 않는 든든한 억제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국방개혁2.0의 내실 있는 추진 지속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가
야 합니다. 2018년 이후 추진해 온 주요 분야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
대와 지지를 확보·강화하면서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국

2021 국방정책 환경 전망 및 과제

방 분야에 적용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한 국방의 역할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대응역량 강화도 지속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 위협에 대응하는 일인
동시에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국제협력 주도에 앞장서야겠습니다. 세계화된 국제질서에서
‘타국’과 ‘우리’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위험하기도 합니다. 다른 국
가 내에서 통제되지 못한 위기는 반드시 우리에게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빠
른 시기에 위기를 감지하고 국제적 힘을 모아 함께 대응하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
합니다. 우리 군은 해외로 병력과 물자를 투사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 과정
에서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은 희망과 불안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불안을
불식시키고 희망을 꽃 피우는 것 역시 우리 자신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
니다. 새해에도 우리 국방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한반도 평화구축과
국제적 협력을 주도하는 희망의 상징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0년 12월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독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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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방정책 환경 전망
1. 2021 글로벌 및 지역질서 전망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질서
2020년의 세계는 코로나 19라는 팬데믹(pandemic)의 공포와 충격 속에서 한 해를
보냈다. 세계 유수의 학자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국제질서 전반의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 또한, 사태 이전부터 존재하던 갈등적 국제구조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도 이견이 많지 않다.2
현시점에서 코로나 19가 언제 종식될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 백신이 개발되고,
보급되고 있으나 대량생산 및 성공적 접종 여부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변종 발생이 쉬운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속성상 변종 또는 신종이 출현하고 재유
행이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
대’에 대한 전망은 코로나 19 팬데믹의 종식 이후에도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창
궐이 빈번하고 일상화되는 현실, 소위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상황까지 포함
하는 것이 되어야 할지 모른다.3
코로나 19의 충격은 국제질서의 전반적 안정성을 약화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이번 사태는 지난 30여 년간 국제사회의 번영과 안정의 근간이 되어 온 세계
화와 빈번한 교류가 원인이 되어 그 충격파가 확대된 현상이다. 세계화와 함께 경
제적 상호의존의 심화는 일반적으로 국가 간의 갈등을 억제하고 분쟁을 감소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4 향후 국가들이 이번 사태와 같은
1 John Ellen etc, “How the World Will Look After the Coronavirus Pande.mic: The pandemic will change the world
forever. We asked 12 leading global thinkers for their predictions,” Foreign Policy, March 20. 2020.
2 Richard Haas, “The Pandemic Will Accelerate History Rather Than Reshape it: Not Every Crisis is a Turning Point,”
Foreign Affairs, April 7, 2020. 코로나 19로 인해 새로운 국제협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없지 않다.
Manoj Bhusal, The World After COVID-19: An Opportunity For a New Begin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tific
and Research Publications, Volume 10, Issue 5, May 2020. 그러나 대다수 학자들은 코로나 19 이후의 상황을 부정적
인 관점에서 전망하고 있다. “Coronavirus: The world after the pandemic,” Financial Times, 2020. 10. 8.
3 Bernard Marr, “9 Future Predictions For A Post-Coronavirus World,” Forbes, April 3. 2020.
4 경제적 상호의존이 국가 간 관계를 더욱 갈등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Edward Mansfield & Brian
Pollins,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Conflict,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3. 그러나 일반적
으로 경제적 상호의존은 지난 30년 간의 탈냉전 질서에서 상대적 안정성에 기여해 온 요소인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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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재현될 것에 대비해 대외경제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국제적 교류를 통제·
축소한다면 이와 같은 메커니즘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 19 사태가 가져올 경제적 충격 역시 향후 국제질서 재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기회복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그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번 충격은 과거 경제위기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위기들이 주로 금융 불안 등 수요 측면에서 발생한
위기였다면 이번 위기는 수요량의 감소뿐만 아니라 공급량 자체의 감소마저 동반
하고 있기 때문이다.5 세계 각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코로나 19 재확산
또는 변종의 발생으로 인해 좌절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더불어 현재의 팬데믹이 ‘헝거 팬데믹(Hunger Pandemic)’, 즉 경제침체와 함께 식
량난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이어질 경우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체제
위기를 맞이하는 ‘실패국가(failed states)’가 속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각
지역에 실패국가가 출현하고 내전이 발생할 경우 주변국의 군사개입으로 이어져
지역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 세계를 배
경으로 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분쟁이 지역 내 주도권 확보를 위한
‘대리전(proxy war)’의 양상을 띨 가능성도 적지 않다. 만일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다면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수년에 걸쳐서 국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
을 미치게 될 것이며 코로나 19의 충격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세계적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헝거 팬데믹’이 세계를 강타할 경우 많은 국가들이
내부 정치체제의 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수년 전부터
확산되고 있던 국가 이기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정치체제의 권위주의화가 더욱 보
편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가들은 내부 시민사회의 불만이 커지면 외부의 위
기를 강조하고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해 시민사회를 동원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
기 쉽다. 이러한 경향은 국가 간 갈등이 고조되고 각 지역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국제질서 전반의 전략적 안정성 약화는 그
Robert Keohane & Joseph Nye Jr. Power and Interdependence the 4th Edition, New York: Pearson, 2011.
5 김경곤, “코로나 19 이후 경제전망과 국방예산,” 한국국방연구원 2020 국방학술 세미나 발표문(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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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질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국
제적 위기는 새로운 국제협력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6 그러나 이미 코로나 19 사
태 이전부터 존재해 온 국제질서의 갈등구조는 이러한 협력을 제한해 왔으며 코로
나 19 사태로 국제협력의 동기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는 과거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국제협력이 요구되
고 있다. 먼저 국가들은 향후 코로나 19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국
제협력을 통해 조기에 피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과거와 같
은 국제 분업 구조에 편입되기를 꺼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고착화될 경우
국제적 부의 총량은 현저하게 축소될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 19로 초래된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높은 수준의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재론할 필요도 없다.
상술한바 헝거 팬데믹 속에서 실패국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위기가 국제분쟁으
로 확대될 경우 신속한 국제적 개입으로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이다. 그러나 국제적, 지역적 전략 구도가 이러한 협력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미
중 패권경쟁과 지역별 군비경쟁 하에서 국가들은 사태의 해결방식과 그 결과에 대
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가별 경제적 위기와 정치·
사회적 불안정 증대 상황 속에서 국가 이기주의와 보호 무역주의가 확산될 경우
역시 국가 간 원활한 협력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국면의 국제질서는 높은 수준의 국제협력이 필요함에도 불
구하고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결과 국제협력을 더욱 어렵게 하
는 요인들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실패국가 출현으로
인한 국제분쟁 발발은 이러한 상황을 한층 더 악화시킬 것이다. 그 결과 코로나
19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국제적 거버넌스 약화 및 붕괴가 가속화되고 빈번한
교류와 세계화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 분업체계(Global Value Chain, GVC)는 이전
과 같이 복원되기 어려워질 것이다.

6 Manoj Bhusal, 2020.

2021 국방정책 환경 전망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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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의 위기와 글로벌·동북아 질서에 대한 영향

한편 이와 같은 위기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증폭
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작지 않다. 특히 미중 패권경쟁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서 더욱 강화된 형태로 진행되고 국제질서의 전반적 안정성 악화 및 지역분쟁 발
발 등 혼란이 가중될 경우 소위 ‘신냉전 구도’가 더욱 표면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남중국해, 대만, 동중국해 등에서 미중 간 우
발적 충돌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7
이러한 국제질서의 전략적 안정성 약화와 국제협력의 제한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
던 국제적 분쟁 요소들이 실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증폭시킬 것이다. 일부
7 미중 간에 실제 충돌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홍콩, 대만 등 소위 중국의 핵심 이익을 둘러싼 갈증이 고조되고 있
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의 분쟁 발생 등 중국이 판단할 때 미국이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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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는 무장세력들이 팬데믹으로 초래된 혼란을 활용해 분쟁을 재개할 수 있
다. 국제평화유지 활동이나 각종 위기관리 활동이 약화되면서 분쟁이 재발되거나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 외에도 사회경제적 상황 악화가 위기로 이
어지고 시민봉기가 발생할 경우 이를 통제하려는 정부와의 사이에서 내전이 발생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무장세력들이 팬데믹으로
초래된 혼란 활용

국제평화유지 활동
및 위기 관리 약화

리비아, 이란, 시리아,
콜롬비아, 말리, 나이지리아

시민에 대한
과도한 무력 사용
나이지리아, 필리핀,
멕시코

우크라이나, 남수단

사회경제적 상황
악화로 인한
시민 봉기

일시적, 일방적
정전 선언
무효화

케냐, 온두라스,
인도

카메론, 콜롬비아

[그림]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재개될 국제분쟁
출처: EUISS. “From Bad to Worse? The Impact(s) of COVID-19 on Conflict Dynamics,” June 2020.

미 신행정부 하 미중관계
2021년의 국제질서를 결정할 또 하나의 주요 변수는 미 신행정부 하에서 미국의
대중정책 변화와 미중관계의 전개 양상이다. 2020년 미 대선은 미국의 대외정책
뿐만 아니라 국제질서 전반의 방향을 결정할 역사적인 전환점이었던 것으로 평가
된다.8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4년 더 연장될 경우 미국의 대외전략은
(신)고립주의적이고 자국 이기주의적인 방향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을 것이며 국제
사회 역시 완전히 변화된 미국과 공존하는 방향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8 Thomas Wright, The Point Of No Return: The 2020 Election And The Crisis OF American Foreign Policy, Lowy
Institute, October 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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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캠프의 경우 중국에 대한 강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트럼프식 대중국 공세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무엇보다 트럼프의
대중전략은 즉흥적이며 잘 짜인 전략하에 시행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또 제2차
TV 토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의 정책은 ‘중국 혐오’에 입각해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즉 감정적 대응으로 협력의 여지를 없애는 것보다 필요한 부분에서
는 협력하는 등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은 오바마 2기와도 상당히 다를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2기 후반부터 민주당 내에서도 이미 대중정책을 포함한 대외정책 전반에 대한 재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당 내의 ‘진보세력(progressive)’
과 중도파(centrist), 중도파 내의 ‘복고론자(restoration)’와 ‘개혁론자(reformer)’ 사
이의 논쟁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현재 미국 민주당 내에는 2016년과 2020년
경선과정의 센더스(Bernie Sanders) 열풍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진보세력이 점
차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는 진보세력에 비해 더욱 온건한
정책적 입장을 취하는 ‘중도파(centrist)’는 ‘복고론자’와 ‘개혁론자’로 양분되고 있
다.9
이 중 ‘복고론자’들은 오바마 시기 대외정책을 주도해 왔던 그룹으로 미국이 자유
주의적 국제질서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세계화된 국제무역질서 유지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계속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미국의 패권이 여전
히 압도적이라는 낙관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은 경제성장을 지속할 경우 결
국 민주화된 개방사회로 변모해 갈 것이라 가정한다. 이에 반해 ‘개혁론자’들은 중
국의 도전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며 이를 저지하고 늦추기 위해 대중전략 전반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국제무역질서에 중국을 편입시켜 민주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가정이
었다고 판단한다.10 따라서 파국적인 충돌은 피하되 중국의 추격을 저지할 수 있는
보다 경쟁력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1 한편 이념과 인권
9 Thomas Wright, 2020.
10 Kurt Campbell and Ely Ratner, “The China Reckoning: How Beijing Befied American Expectations,” Foreign
Affairs, March/April 2018.
11 Kurt Campbell and Jake Sullivan, “Competition without Catastrophe: How America Can Both Challenge and
Coexist with China,”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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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시하는 진보세력들은 시진핑 지도부의 권위주의화 과정을 보면서 중국이 민
주화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하며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공산당의 책임
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으로12 중도파 개혁론자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경우 ‘중도파 복고론자’를 대표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현재
민주당 내 다수파는 진보진영이나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와 경쟁하기 위해 바이든
이 선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민주당의 대외정책은 복고론자가 중심
에 서되 진보세력과 개혁론자들이 요구하는 보다 강경한 대중정책을 선별적으로
수용해 가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13
이는 ‘보다 경쟁력 있는 대중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되 파국적 충돌은 피하는 접
근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복고론자와 개혁론자, 진보세력의 접근법 사이의
균형점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 정책방향이기 때문이다. 또 오바마 시기와 비교
하면 중국과의 협력 이익을 중시해 협력을 저해할 경우 경쟁정책의 일부를 폐기했
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경쟁을 중심에 두고 효과적인 경쟁을 위해 협력 사안의 일
부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태세를 전환’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경쟁
과 압박, 협력 중 어느 쪽에 더 힘이 실릴 것인가의 여부는 사안별, 미국 내 여론의 동
향과 민주당 내 3대 세력의 힘의 균형 속에서 결정될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된 바 있는 플루노이(Michele
Flournoy)의 기고문 역시 바이든 행정부 대중전략의 인식과 방향성을 잘 보여준
다.14 플루노이는 중도 성향의 국방전문가로서 트럼프 행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주요 국방·군사 전문가 집단의 기본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즉 미국의 군사 분
야 우위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플루노이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진행된 공세적 대중전략과는 상당히 다
른 인식과 방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미중 간의 군사충돌이 중국의 군사적 자신
12 Sophie Richardson, “Biden Must Stand Up to China on Human Rights: The United States Too Often Finds Reasons
Not to Act,” Foreign Affairs, November 27. 2020.
13 한편 중도파 개혁론자와 진보세력의 보다 강경한 대중정책도 접근법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개혁론자의 경
우 중국의 부상 차단을 위해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군사력 증강 등을 주장하나 진보세력은 주로 경제적 제재
를 선호하며 국방예산 증대에는 반대한다.
14 Michele Flournoy, “How to Prevent a War in Asia: The Erosion of American Deterrence Raises the Risk of Chinese
Miscalculation,” Foreign Affairs June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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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에 기반한 팽창적이고 공세적인 정책의 결과로 초래된다기보다 미국의 약화된
우위로 인한 중국 측의 오판과 오인에서 촉발되는 우발적 충돌로 발생한다고 보
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압도적인 우위를 재창출하기 위한 중장기적 노력을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여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
켜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외정책을 정상화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상원
인준을 거쳐야 하는 주요 장관 임명 등 대외정책 관련 진용을 갖추는 데도 출범 후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가 구상하는 동맹관계
회복과 다자주의에 의한 국제 규범 강화, 지역 안보 아키텍처 수립에는 최소 1~2
년에서 수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성
공을 거둘지 여부도 아직 불확실하다.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복구와 미 대선과정
에서 촉발된 분열상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치유될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를 경험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앞으로 미국 대외정책
의 일관성을 얼마나 신뢰할지 의문인 상황이다.15
따라서 2021년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 대중정책을 비판적 관점에서 평가
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개념과 다자적 접근을 강조하는 새로
운 정책 구상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는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와 국가국방전략서(National Defense Strategy, NDS)가 발
간되는 2021년 말이나 2022년 중반이 되어야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또
그 성공 여부의 윤곽이 드러나는 데는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결과 중국은
2021년 동안 미국의 공세로부터 한숨을 돌릴 시간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
간 동안 중국 역시 코로나 19의 피해로부터 회복하고 앞으로 있을지 모를 보다 체
계적이고 파상적인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의존도는 줄이고 내수경제에 의존
하는 체질변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이 제안하는 협력에 선별적으로 호응하면서 미래에 전개될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을 가늠하고 그 속에서 국력 신장과 영향력 확대를 지속시켜 나가
기 위한 새로운 전략 구상에 부심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중국과 직접
15 Richard Haas, “Repairing the World: The Imperative-and Limits-of a Post-Trump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November 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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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인바 대만문제,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의 수
위는 다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핵심 이익에 대해 결코 양보할 수 없다
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미국의 달라진 정책을 환영할 것이다. 다만 민주당 내
진보세력의 인권문제와 관련한 문제제기가 강화될 것이 예상되며 그로 인한 미중
간 대치와 갈등이 악화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은 과거보
다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2021년을 기점으로 중장기적으로 미중관계는 세 가지 시나리오 하에서 전개될 것
이다. 먼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오바마 행정부 시기 같은 리더십 역할을 상당 수
준 회복하고 다자주의 체제를 효과적으로 정비하는 데 성공을 거두는 상황이다.
이 경우 미국 우위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둘째 시나리오는 미국이 코로
나 19 피해와 정치적 혼란상을 수습하면서 대외정책에 충분한 자원을 동원하지 못
해 리더십 역할 회복에 실패하는 경우다. 이 경우 미중 간 갈등은 고조되나 효과적
인 견제는 지연되는 상태가 지속되고 중국의 부상은 느린 속도로 계속되어 첨예한
경쟁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국내 혼란과 경제위기로 결정적 국력 축소를 겪게 되는 시나리
오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관계 회복과 리더십 역할 복구를 위해 노력하나 이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국제질서에 대한 지배력이 결정적으
로 중국 쪽으로 기우는 경우이다. 이 경우 ‘코로나 19 사태’는 9.11 테러로 인한 ‘테
러와의 전쟁’, ‘2008년 국제 금융위기’와 함께 미국의 패권이 쇠락하고 중국의 부상
을 결정적으로 허용하게 되는 세 번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16

미중 패권경쟁 하 지역질서 재편
코로나 19의 충격과 미중관계 재편은 각 지역질서의 연쇄적 재편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하 특히 2019년과 2020년 동안 미중 간 긴장이 높은 수준
으로 고조되면서 이로 인한 지역질서 재편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미국
16

9.11 테러와 2007-8년이 세계 금융위기, 이번 코로나 19 사태는 모두 미국 국력의 무적성(invincibility)을 약화시켜
온 사건이었다. Stratfor, “China, the U.S., and the Geography of the 21st Century,” Worldview, August 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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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럽 및 중동에 대한 개입을 줄이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로 인한 지역별 대응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중관계 악화는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
다. 러시아로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도록 함
으로써 유럽에서의 압박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수록 러시아가 중국과 협력할 유인은 커진다. 동시에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미국의 개입 의지가 계속 약화될 경우 러시아는 이 지역 내에서 자신
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에 대한 미국의 개입의지를 강화하고 NATO와의 협력을 강
화하여 환대서양협력(trans-Atlantic cooperation)을 복원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
나 그 성과는 아직 불투명하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NATO 회원국들의 국방
비 증액 등 동맹 역할 강화 요구는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 동
안 민주당의 전통적 러시아 때리기 및 NATO와의 관계 강화 방향과 중국 견제를
위한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 필요성 사이의 저울질이 지속될 것이다.
유럽 연합 내의 혼란과 불안정은 2021년에도 지속되고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인
다. 연합 전체 이익을 상회하는 각 국가의 이기주의적 이익 주장이 계속되고 있으
며 이를 해소할 새로운 기제의 등장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코로나 19의 엄청난
피해와 이로 인해 초래될 경제위기를 고려할 때 각 국가의 국가 이기주의는 향후
에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2020년 중동의 불안정은 더욱 심화되고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수년 동안 지속
되어 온 종교와 부족주의, 경제적 이익의 변화에 따른 국경선 재편의 혼란상은 지
금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국가 내의 도전과 상호 대립하는 세력들을 진압할 통
제력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혼란은 종교적 테러리
스트 집단들이 계속 등장하는 기반이 되고, 수많은 난민이 양산되어 유럽 등 인근
지역까지 정치적 불안정을 확산시키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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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동에 대한 개입을 줄이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면서 외부 세력에
의해 질서와 안정성이 회복될 가능성도 별로 크지 않아 보인다. 미 신행정부 하에
서도 중동에 대한 개입 축소 및 철군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중국, 러시아 등과의 전략적인 경쟁을 고려할 때 미국이 이 지역에서 완전히 떠나
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미국은 핵심 우방국들을 지원해 기본적인 안정성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최소 개입을 유지하는 것에 역할을 한정하고자 할 것이다. 더불어 코
로나 19의 여파 속에서 실패국가가 발생한다면 지역질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
게 될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중 사이의 대립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
부 하에서 극단적 갈등을 피하면서 일부 협력도 추구하겠지만 미국 주도 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불허하고 중장기적 군사력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한
치의 양보 없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중국해와 대만, 동중국해는 여전히 미
중 간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이 지속되는 공간으로 남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후반기 동안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둔태세와 동맹전략에 대
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진행했다. 이는 2018 미 국방전략서 상에서 제시되었던 ‘역
동적 전력 배치 개념(Dynamic Force Employments)’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노
력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에스퍼(Mark Easper) 전 국방장관이 2018년 육군
성 장관 시절 지시하여 작성된 보고서로 알려진 미 육군대학 전략연구소가 올해 7
월 발간한 보고서는 새로운 배치전략의 대체적인 밑그림을 보여주고 있다.17
이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미군 당국과 국방전문가들의 인식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현 주둔태세가 새로운 전략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며 새로운 개념에 입각한 재편
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현재 동북아의 주한·주일미군에 편중된 역내 주둔태세
는 기본적으로 2차 대전의 산물이며 제2의 한국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다. 향후
미군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중국의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 위
협과 회색지대 분쟁(grayzone conflict)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
17 Alvino Mendonca Jr. George Shatzer. Dana Tucker, An Army Transformed: USINDOPACOM Hypercompetition
and US Army Theater Design, The US Army War Colleg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20.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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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일정한 크기의 격자로 구분하고 각 격자 내에 하나 이상의 ‘허브 기지(Hud)’
와 다수의 ‘노드 거점(Nod)’을 마련하여 주둔 미군이 이들을 순환하는 형태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플루노이 역시 앞서 언급한 기고문에서 역내 주둔 미군의 재편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식과 속도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나타낸다. 플루노이는 주둔
미군의 군사태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군의 주둔을 통해 동맹과 중국 양자 모
두에게 전달되는 미국의 개입 의지라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지역 내 동맹국과
철저한 협의와 개별 동맹국의 상황에 맞는 별도의 전략 수립과 발전 등을 강조하
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주둔 미군을 보호할 수 있는 사이버 방
어, 미사일 방어, 기지 방호 등을 강조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과 무인체계
의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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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북아 안보정세 전망
미국의 안보정세 평가 및 전망
2020년 평가
2020년 미국은 국내외 여러 악재가 겹치며 난항을 겪었다. 상반기에는 대통령 탄
핵소추 절차가 진행되었고, 하반기에는 제59대 대통령 선거가 개최되었던 특별한
한 해였다. 연초부터 코로나 19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장벽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은 코로나 19 팬데믹의 중국 발원론과 세계보건기구
(WHO) 책임론을 내세우며 국제사회와 대립각을 세웠다. 2020년 12월 8일 현지 시
각 10시 기준 미국 내 코로나 19 확진자가 1,500만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가 30만
명에 다다르며18 전 세계에서 보건과 방역이 가장 취약한 국가로 기록되고 있다.
정리하자면, 미국의 2020년은 외치보다는 내치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한 해였다
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의 2020년 첫 군사작전은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Qasem
Soleimani) 암살이었다.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그동안 중동에서 이란의 영향력 확
대를 추구하던 인물이다. 미군은 1월 3일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 인근에서 솔
레이마니 사령관이 탑승한 차량을 공격하였고 전원 암살하였다. 암살에 사용된
무기는 MQ-9 Reaper에 장착된 AGM-114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19이었으며 솔레
이마니 사령관과 그의 일행이 탑승한 차량에 명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암살 직
후 미국에 위협이 되는 테러리스트는 모두 제거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란은 솔
레이마니 사령관 암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라크 내 미군 군사기지 두 곳에 미
사일 공격을 가했고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한편 5월 말 미네소타(Minnesota)주에서는 흑인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가
위조지폐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하
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는 미국 전역, 나아가 전 세계로 인종차별 반대 시위의 촉
발을 가져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 진압과 확산방지를 위해 주 방위군을 투입
18 worldometers.info/coronavirus/country/US (검색일: 2020. 12. 8.)
19 류기현, “(Special Report) 미국의 솔레이마니(Soleimani) 제거작전의 군사적 함의,” 2020.1.8. 한국국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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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강수를 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책을 강행했고 인종차별 시위 진압과 코
로나 19 사태 수습 실패에 대한 비판을 받으며 재선 가도에서 불리한 상황을 맞았
다. 결국, 제5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승리했으나 트럼프 대
통령의 선거 결과 불복으로 인해 국내적 혼란이 가중되며 미국 내 정치적 양분화
가 강화되는 상황이다.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 캠프에서 부정 선거와 선거 결과 조작 의혹에 대한 소송
을 제기하며 코로나 19 사태 속 미국 국내정치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반투
표에서 47% 이상의 지지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대한 재검표를 요청
했고, 일부 지역에서도 선거 결과에 불만을 가진 시민들로 인한 소요사태가 발생
했다. 특히 조지아(Georgia)주에서는 상원의원 선거 결과를 확정하지 못한 채 결
선투표(runoff election)가 2021년 1월 초에 개최될 예정이다. 따라서 조지아주 결
선투표 결과에 따라 공화당의 상원 다수당 수성 또는 민주당의 상원 다수당 탈환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양분된 정치 환경 속에서 출범할 가능성이
크다.
안보환경 인식
2021년 미국이 맞이할 국제안보환경은 코로나 19 사태 악화로 인한 고립주의 확
산과 국가 간 경쟁 심화로 요약될 수 있다. 2020년 초 발발한 코로나 19 팬데믹의
지속적인 확산 속에서 국가 간 교류는 감소했고, 고립주의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 했다. 특히 국가들의 코로나 19 백신 개발과 확보 경쟁 심
화로 국제사회에서는 보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고립 지향적 국제질서
에 국가들의 배타적인 사고가 가중되어 국제사회는 대혼란을 겪을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국내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것
이다. 미국 내 코로나 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19 관리를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코로나 19 바이러스 퇴치를 위
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랜 기간 자신을 보좌해온 론 클레인
(Ron Klain)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내정하여 코로나 19 사태와 경제문제 해결을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클레인 비서실장 내정자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서 에볼라
(Ebola) 사태 대응을 해봤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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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초기 국내문제 해결이 일단락되고 나면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주의 기반 대
외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재구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러한 대전략의 틀 안에서 미국
의 가장 큰 도전은 중국이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미중관계에서 경쟁과 협력
의 병존과 이에 따른 국제안보질서의 변화가 예상된다. 미중 경쟁의 구도는 바이
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나 미국의 대중 견제 방식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띨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미중관계는 양자구도에서의 대립이었으나,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다자협력을 통한 중국 봉쇄, 억제, 견제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
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협력의 기반으로 동맹 네트워크와 글로벌 거버넌스를 활
용할 것이다. 단, 중국 역시 트럼프 행정부 하 미국이 탈퇴한 국제 거버넌스에서 미
국의 역할을 대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와 중국 사
이의 거버넌스 내 리더십 확보 경쟁 역시 격화될 것이며 국제안보환경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외정책 추진방향
‘미국의 귀환(America’s Back)‘을 표방한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
더십을 복원하여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목표를 둘 것이다. 이는 또 다른 방
식의 ‘미국 우선주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국익에 부합할 경우 국제사회로
부터의 고립도 감수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는 달리 바이든 행정부
하 미국의 국익 증진은 다른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주의
국제질서 복원을 통해 미국의 리더십을 되찾고 그 안에서 안정적인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미국의 역할을 제고하고
동맹관계를 재정립할 것이다. 특히 국내 중산층의 경제 안정화가 미국의 국가 경
제력 복원과 외교력 강화의 초석20이라는 신념 하에 국내경제 부양에 초점을 둘
것이다. 즉, 국내문제 해결 및 회복(domestic renewal)을 원동력으로 삼아 국제
무대에서 미국이 테이블의 상석(head of the table)을 되찾는 전략을 구사할 것
이다.21, 22
20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The 2020 Democratic Party Platform,” www. democrats.org.
21 Ann-Marie Slaughter, “An interview with Anne-Marie Slaughter: a ‘President Biden’s’ foreign policy,” Oct. 31,
2020, GZERO, www.gzeromedia.com
22 Joseph R. Biden, Jr. “Why America must lead again: Rescuing U.S. Foreign Policy After Trump,” March/April
2020, Foreign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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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을 위해 추구하는
두 가지 축은 글로벌 거버넌스 내 미국의 역할 제고와 동맹관계 재정립이다. 먼저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홀대하던 미국-나토 관계를 회복하고, 세계
보건기구에서의 자리와 역할을 되찾아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취임 후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은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복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 주도의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의식하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
정(CPTPP) 역시 취임 직후 추진할 수 있다. 나아가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 대응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자유주의 진영 동맹들과의 공조를 통해 기존 국제 보건 거버
넌스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기구를 창출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을 위한 또 다른 축은 동맹관계의 재정립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들과의 관계 재정립을 추
진할 것이다. 바이든 당선자는 당선 후 동맹국인 캐나다, 일본, 한국의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통해 동맹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고, 국제사회 안정을 위한 협력을
호소했다. ‘정상적인’ 미국이 돌아왔음을 피력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들
과 상호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동맹 현안을 정리하여 나갈 것이다. 이
러한 배경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방위비 분담금, 주
한미군 등 다양한 이슈가 산재해 있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문제들이 가장 먼저 논
의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은 기본적으로 강경책이 유지되는 가운데 봉쇄와 포용
이 공존하는 콘게이지먼트(congagement)의 형태로 변화할 수 있다. 포용 정책을
시작으로 견제와 봉쇄의 단계까지 단계별 대중정책이 예견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먼저 중국을 자유주의 국제질서 내로 편입시키려고 시도할 것이
다. 바이든 당선인은 두 번째 대선 토론에서 중국이 국제사회의 법을 따라야 한다
고 주장하며, 만약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경제적인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
이라고 발언했다.23 정리하자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미중 양자구도에서 관리
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후 국제사회에서 대중 다자협력 노선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을 자유주의 국제질서로 편입시키려고 시도할 것이다.
23 Joe Biden, Second Presidential Debate. “China should “play by the international rules. We play by the rules. You
play by them or you are going to pay the price for not playing by them” October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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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중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도전적이거
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견제
와 봉쇄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인도-태평양 전략, 쿼드(QUAD) 등의 다자 안보 협
력체를 통해 미국의 동맹관계를 강화하여 이를 대중 견제의 기제로 활용할 것이
다. 미국은 미래전 대비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무기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
한 기술을 활용하여 남중국해에 72시간 내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중국의 군사도발을 억제24하고자 한다. 또한, CPTPP를 비롯한 다자 경제 협력기
구에서 미국의 역할을 확대하여 일대일로, RCEP 등과 같은 중국 중심의 글로벌 및
지역 가치사슬(global or regional value chain)을 견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확
보할 것이다.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는 동북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에서도 중
국의 굴기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중국에 대한 동남아 지역 국가들의 경
계심은 지난 수년간 증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상황과 심리를 잘 활용하
여 동남아 지역 이슈에 선제적으로 개입을 하고 역내 협력을 창출함으로써 지역
내 대중 견제의 초석을 마련25 하려고 할 것이다.
한편, 비전통안보 분야에서는 중국과 협력의 기회도 열어놓을 것이다. 현재 중국
의 경제력과 세계적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코로나 19 팬데믹, 기후변화,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공조 창출은 중국을 배제하고 추진하기 어렵다. 바이든 행정부
는 중국과 협력을 창출할 수 있는 비전통안보 사안에서는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중 경쟁 격화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을 어렵게 할 수도 있
다는 계산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북미 비핵화 협상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주요 대외정책 시행을 2021년 하반기로 미룰 가능성이 크
다. 출범 초기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은 열어두겠으나, 국내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에 집중할 것이다.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무력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19 사태에 자연재해와 경제위기까지 겹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의 자국의
24 Michele Flournoy, “How to Prevent a War in Asia: The Erosion of American Deterrence Raises the Risk of Chinese
Miscalculation,” June 18, 2020, Foreign Affairs.
25 Amitav Acharya, “How a Biden Administration could restore US influence in Asia,” November 10, 2020, PacNet
62, Pacific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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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을 심화시킬 여지가 있는 군사적 도발은 지양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노선과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주력할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출
범 직후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26
바이든 행정부는 실무 중심의 비핵화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과 결과가 도출되
는 경우에만 정상외교를 실시할 것이다. 이전 행정부에서 시작된 북미 비핵화 협상
을 이어가기 위해 대북 전담 협상팀을 구성할 것이다. 이때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
란 핵협정을 추진했던 경험과 인재풀을 활용하여 상향식(bottom-up)27 협상전략
을 구사할 전망이다. 한편, 단계적 비핵화를 통한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을 추구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
역적인 핵 폐기(CVID) 방식의 비핵화를 고수하겠지만, 상황에 따라 스몰딜(small
deal)을 통한 점진적 비핵화 노선을 택할 수도 있다. 실무진들이 중심이 된 협상에
서는 비핵화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제기될 수 있으며, 여기서 점진적 비핵화 협의
안도 하나의 방안으로 도출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관계에 있어 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가운데 미국의 글로벌 리
더십 복원을 위한 한국의 역할 증진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민
주주의,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피를 흘리며 함께 싸워온 혈맹으
로서 ‘가치 기반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거래적,
금전적 계산 중심 관계를 탈피하고자 할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2013년 부통령
신분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미는 피, 땀, 눈물로 맺어진 관계라는 점을 강조
했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당선 축하 통화에 앞서 참전용사의 날(Veterans Day)을
기념하여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참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동맹 관련 현안별
정책전망은 다음과 같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상호존중 차원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이 손해를 보지 않
는 수준으로 타결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국내총
생산(GDP)의 2.5% 수준에 다다르는 한국의 국방비를 의식하여 방위비 분담금 협
26 Frank Zannuzi, “After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Gauging the Results for Korea and Northeast Asia,” November
5, 2020, Podcasts, The Korea Society.
27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 핵협상을 물밑에서 진행했던 설리번(Jake Sullivan) 보좌관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용될 시
유사한 전략을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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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분담금 협상 주기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입
장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단, 효율적이고 유연한 운용을 지향하는 미군의 파병
전략을 고려하여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바
탕으로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
주한미군 규모 축소의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반도 안보 공백이 발생
할 가능성을 고려해 주한미군 철군 또는 축소에 관한 논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크
지 않다. 한편, 주한미군의 역내 운용방안, 역외균형 전략, 전략무기 공급 등의 검
토를 거쳐 한반도에서 효율적인 군사력 운용을 위한 한미 간 협의가 이뤄질 수 있
다. 미국의 효율적 군사 운용에 근거해 보면, 육군 중심으로 이뤄진 주한미군을 대
전략 차원에서 대중 견제에 투입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독일 주둔 미군 중 일부
(5,600명)를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했듯이, 주한미군 내 육군 병력 일부를
타 전선에 재배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상황
이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의 면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조율
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바이
든 행정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령부(미래사)에서 한국군 장성이 사령
관, 미군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는다는 기본 골자는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검증작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
으며, 한반도의 안정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원론적인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협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원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
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과 일본 정상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을 인도 태평양 안보
와 번영에 있어 ‘핵심축(linchpin)’, 일본을 ‘토대(cornerstone)’라 언급했다. 이는 한
미일 안보협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미국의 세계전략과 대중정
책 실행을 위해 중심축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 국제사
회와 동북아에서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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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안보정세 평가 및 전망
2020년 평가
코로나19 사태는 국가 간 교역을 포함한 세계 실물경제 전반에 전례 없는 수준의
위축을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중첩된 악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경제 체질의 취약성을 최소화하
는 동시에 대미 자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 왔다. 중국은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내수시장 확충 및 소비 진작과 외부교역에서
유리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실제로 중국 경제는 코로나의 여파로 2020년 1
분기에 -6.8%의 하락을 경험했지만, 2분기부터 +3.2%로 회복세를 보이더니, 3분기
에는 +4.9%를 기록했다.28 이 추세대로라면 중국은 올 한 해 경제성장률 +2.5% 이
상을 기록하는 유일한 국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코로나19 사태는 상대
적으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더욱 확대 및 심화되는 기점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커졌다.
중국은 코로나 상황을 위기로만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의 영향력을 대외
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다시 오기 힘든 전략적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먼저
대내적으로 당을 중심으로 한 정책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
해도 당 중앙 및 시진핑 주석 중심의 권위를 강화하는 추세를 이어나갔다. 시진핑
2기 내내 ‘중국몽’의 시간표에 입각한 ‘국가 통치체계 및 통치 능력의 현대화’ 달성
이라는 명분에 따라 지속적으로 많은 수의 당규가 수정·제정되고 있다. 올해 상
반기에는 홍콩에서 「국가안전법」을 적용함으로써 체제적 안정성을 도모했고, 하
반기에는 ‘5중전회’를 통해 차기 지도자를 지명하던 관례를 생략함으로써 시진핑
의 3연임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대외 행보에 있어서 당근과 채찍을 모두 활용하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
였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경제발전 동력과 미중 경쟁 구도에서 대외적으로 유리
한 환경 조성을 위해 경제력을 중심으로 한 매력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사했다. 다
른 한편으로는 최고지도부 층위에서 공세적인 대외 언사가 증가했고, 중국에 대한
28『人民网』(한국어판), “中 1~3분기 경제성장률 플러스 반등...0.7%↑”, http://kr.people.com.cn/n3/2020/1019/
c203280-9770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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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위협과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협상보다는 배제와 보복을 우선시하는 소위
‘늑대전사’ 정책을 외교적 방침으로서 구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결과, 미국이 추
구한 중국 배제의 외교적 메시지와 경제적 공격 및 공산당 인사에 대한 개별 제재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전적으로 동참하는 역내 국가의
출현을 억제한 측면이 있다.29 그러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
도와는 별개로, 중국의 공세적 대외 행보와 대내적 ‘경성 권위주의화’는 중국의 향
후 리더십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의구심과 거부감을 동시에 형성하는 양날의 검으
로 작용하고 있다.
군사적 차원에서도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군사 훈련과 군사력 과시의 빈도를 대폭
증가시킴으로써 ‘핵심이익’에 대한 수호 의지를 드러냈다. 인도와 접경지역에서 반
복적으로 충돌했고, 남중국해에서도 중국 해군의 군사 활동이 증가하면서 말레이
시아, 베트남과의 마찰이 발생했다. 육상 실크로드 및 해상 실크로드를 따라 다수
의 ‘전략지점’(戰略支點, strategic stongpoint)30을 건설, 확보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 해군의 원거리 세력투사능력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 해군의 원거리 세
력투사능력 제고는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HADR), 대테러 활동 등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공공재를 강조함으로써 자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노력의 형태로 진
행되고 있다.
한중관계의 차원에서 중국은 올 한 해 한국을 향해 상대적으로 ‘매력정책’을 구사
하는 경향을 보였다. 미국이 방역·인종·경제 문제라는 3중고에 대선까지 겹쳐 혼
란스러운 상황에서, 중국은 사드 사태 이후 급격하게 악화된 한국 내 대중국 정서
에 대응하고, 향후 역내 긴장도를 높일 우려가 있는 포스트 INF 시대에 대한 건설
적인 논의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정지
작업 차원의 행보를 보였다. 한국도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한중 간 경제적 심도를 고려하여 한중관계를 회복
하고자 하는 중국의 노력에 호응했다. 그 결과, 사드 사태 이후 처음으로 왕이 중
29 2020년 10월, 미국·일본·호주·인도 외교장관이 도쿄에서 가진 이른바 ‘쿼드(Quad) 회의’에서조차 공동성명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30 인도양과 수에즈 운하를 연결하는 해협에 위치한 지부티항, 일대일로의 랜드마크와도 같은 스리랑카의 함반토타항,
파키스탄의 과르다항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지점(支點)’이 ‘지점(地點)’과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후자가 단순히 위치와 거점만을 의미한다면, 전자의 경우는 ‘전체를 받치고 있는 곳’이라는 의미까지를 포함한
다. 즉, 지점(支點)은 해당 지역을 포함하는 더 큰 그림을 전제할 때 활용되는 개념이다. 이런 의미에서 ‘strongpoint’
라는 영역(英譯)은 중요한 의미를 누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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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외교부장이 방한했고,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추진되
는 등 사드 사태로 악화 일로를 걷던 양국 관계의 개선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2021년 환경 인식
중국은 2019년부터 올해 열린 19기 5중전회까지 일관되게 현재의 세계정세를 지
난 100년 동안 없었던 큰 변화의 국면(世界百年未有之大變局)이라고 표현하고 있
다. 중국은 현시점을 중국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을 실현하는 데 관건이 되는
시기로 인식하면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중시하고 있다. 예
컨대, 지난 5월에 개최된 양회에서 첫째, 안정적 국제환경 조성, 둘째, 세계적 경제
난 대처, 셋째, 국가주권·안전·발전이익 등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외부세력
의 내정간섭에 대한 대응, 넷째, 동반자 관계 심화, 다자주의 수호, 국제적 방역협
력 등 국제협력의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5중전회에서는 2035년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중간단
계로서 1인당 GDP를 중등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제14차 5개년 계획
(2021~2025)이 채택되었다. 아직 14차 5개년 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
지만, 크게 볼 때 두 개의 요소를 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글로벌 거버넌
스 차원의 파트너십을 심화하고, 역(逆)세계화 및 보호주의를 비판하며, 다자주의
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이 반영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제법
과 국제관계의 기본규범 및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 강조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쇄신하고 국제적 상호존중과 규칙에 기반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
을 연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둘째,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역(逆)세계화가 진행되고
세계 시장 불황으로 수요가 격감하는 상황과 미국과의 무역분쟁 등 미국의 대중
국 배제 노력에 의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취약성이 겹치는 문제를 최소화하
는 데 방점이 찍힐 것이다. 지난 5월 전인대에서 시진핑은 이러한 정책 방향성의 일
환으로 중국의 자립적 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고, 내수 진작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은 코로나 사태의 사회·경제적 후과로서 대내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
는 분열적 조짐에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소수민족에 대한 강압
을 수반한 한(漢)민족의 주도권을 강화하면서, 인구 감소 및 지역 격차가 민족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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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란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중국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막대한 재정 투입과 인프라 건설을 중심으로 추진된
경제위기 극복 방식이 가져온 빈부격차 심화 등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고
심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9월, 6차 조사 이후 10년 만에 공무원 700만 명을 투입해 발족한 제7
차 전국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사회정책을 세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외적으
로는 정치·경제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에 취약한 국가들을 상대로 인류운명공동체
개념을 선전·전파해 나가면서 육상 및 해상 ‘전략지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
다. 이들 지점의 경제·안보 차원의 복합적 성격을 활용함으로써 향후 이들의 지전
략적 활용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중국은 미
국이 일본-동남아-인도양-중동을 잇는 작업에 균열을 모색하고 있다.
국방과 군사 측면에서 중국군은 혼란스러운 정세에 대응하고 흥군(興軍)의 폭표
를 달성하기 위해 2018년 군사훈련대강에서 밝힌 ‘군사훈련과 전투준비태세의 전
면적 강화’ 방침을 유지·강화하는 노력을 일관되게 기울이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2020년 중국의 국방예산은 전인대 3차 연례회의 보고를 통해 전년 대비
6.6% 증가시키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31 증가 폭 자체는 2019년의 7.5%보다 소
폭 줄었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방향은 2020년 5월 전인대의 시진핑 주석 연설에서도 확인
된다. 시진핑은 이 연설에서 군에게 국가의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대
외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군사훈련과 전비태세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특히, 2020년은 13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서 전략 능력의 대
폭적인 제고와 국방비의 투명성, 자원의 효율적 사용, 그리고 군민 간의 단결이 강
조된 바 있다.
대외정책 추진방향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앞서 언급한 바대로 중국의 향후 대외정책은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의 취약성을 최소화하고 대미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크다. “이중순환고리”라는 전략개념은 올해 5월 처음 언급되어, 10월 5중
31 国防部, 『2020年5月国防部例行记者会文字实录』(2020年5月2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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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된 바 있는데, 이는 “내부순환고리”와 “외부순환고리”의
“쌍순환” 전략으로서 미국의 대중국 글로벌 가치사슬 축소·배제 시도와 코로나
이후의 역세계화 추세에 대응하겠다는 정책의 방향성을 시사한다.
우선 “내부순환고리” 형성의 핵심은 혁신적인 기술발전과 제조업의 활성화, 그리
고 거대한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소비 진작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향후 5년간 선도적인 반도체와 첨단기술 개발에 1.4조 달러 상당을 집중 투자하
고, 과학 인재 배양을 통한 연구개발 능력을 제고하며, 내수 공급사슬 구조를 형
성하고 기술적 자립을 기획하며, 지역 거점 도시 형성과 현대적 도시화를 추진하
여 이주노동자의 안착을 통한 가계 소득 전반의 증가와 소비의 촉진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32 특히, 일대일로가 연관된 다수의 국가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
해 심각한 경제적 불황에 직면해 있고, 이로 인해 중국의 자금 회수 노력이 어려움
에 봉착한 상황에서, 중국은 대안적으로 당분간 국내 서부개발 정책의 (재)실시에
무게를 두면서 예측 가능한 국내 환경의 개발을 중심으로 일대일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외부순환고리” 형성의 핵심은 유리한 교역 환경의 조성 및 대미 관계의 불확실성
에 대비한 교역 채널 다각화에 있다. 이를 위해서 중국은 일대일로의 확대·심화를
지속하고, 중러관계(양자관계, SCO, BRICs), RCEP, 한중일 FTA, 중국-ASEAN 등
지역별 친화적 경제환경 조성에 매진할 것이다. 이처럼 일대일로와 양자·다자 무
역협정과 같은 기제를 통해서 지역 가치사슬(RVC)을 강화하고 나아가 글로벌 가
치사슬(GVC) 차원의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특히, 중국은 2012년부
터 추진하던 RCEP에 6월 말 공식 서명 및 가입을 결정했는데, RCEP이 올 11월에
공식 출범함으로써 중국의 상기 노력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RCEP은
세계 경제와 인구의 30% 이상의 규모로서 역사상 최대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
정이다. 이는 협상 초기 탈퇴를 결정한 인도와 2018년 체결된 환태평양 경제동반
자협정(CPTPP)을 탈퇴한 미국과 대조를 이루면서, 상대적으로 세계 최대의 경제
권(동아시아)에 대한 주도권이 중국으로 쏠리게 될 개연성이 있다. 중국은 이렇듯
내수진작과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RVC와 GVC의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세
계의 공장’으로서의 역할과 비중은 낮추고, ‘거대한 대륙 소비시장’으로서 탈바꿈
32 Ken Moak, "Why dual circulation' policy makes sense, 『CGTN』, Sep 14, 2020. news.cgtn.com/news/2020-0914/Why-dual-circulation-makes-sense-TLSR4osXfi/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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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정책의 방향성을 견지하며,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 나아
가 RCEP과 중-ASEAN을 통한 경제적 영향력의 심화는 결국 안보 영역에도 영향을
미쳐, 남중국해 행동준칙(COC, Code of Conduct)의 합의 종용·도출의 레버리지
강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 미국 달러의 비중을 줄이고 위안화의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
을 강화할 것이다. 2020년 8월 14일자 중국인민은행의 국제화 보고서는 “우리는
시장의 원칙에 기반하여 실물경제를 지원하도록 중국 위안의 국제화를 꾸준히 추
진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33 이와 같은 노력의 연장에서 중·러 양국 간 무역
에서 미 달러의 비중은 87%(2018)에서 33%(2020)로 감소했다. 2020년 8월, 중국은
12개국 외국 통화(루블, 싱가포르 달러, 한국 원, 남아공 랜드, 사우디 리알, 태국
바트 등)를 대상으로 외환거래 수수료를 면제한 바 있다. 또, 디지털 화폐·전자결
제(DCEP) 시범 적용 및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결재방식의 변화를 통한 거래비용의
효율화 및 위안화(특히, e-RMB)의 비중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이미
중국은 소주, 심천, 성도, 웅안신도시(북경)에서 디지털 화폐·전자결제(DCEP)를
시범적으로 도입했으며 향후 북경, 천진, 홍콩, 마카오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상기 노력은 일정 정도 위안화의 비중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투자자
의 시각에서 중국 정부가 자본 입출의 흐름을 통제하고 인민은행이 위안화의 환율
을 관리한다는 불신을 희석시키지 못하는 이상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
워 보인다. 현재 미국의 각종 제도와 법치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미
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 분야의 작동 시스템과 제도적 프레임은 상대적으로 건재
하다. 실제로 달러의 비중과 위상에는 큰 변동이 없고, 위안화도 2~3% 비중의 벽
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위안화의 제한적 위상 제고는 우방국 간 교
역 내 비중의 상승과 유로화, 파운드, 엔화의 일정 정도 퇴조에서 비롯된 것이지 달
러를 잠식한 결과가 아니다.34
안보·군사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10월 국방법 개정을 통해 ‘발전이익 수호’ 문
구가 삽입된 초안을 완성한 만큼, 향후 ‘전략지점’을 중심으로 중국군의 군사 활동
이 광범위하게 전개될 개연성이 크다. 경제력을 중심으로 하는 개입주의와 인류운
33 中國人民銀行,『2020年人民幣國際化報告』, 2020年 8月 14日.
34 Eswar Prasad, “China's Digital Currency Will Rise but Not Rule”, Project Syndicate, Aug 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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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공동체를 지향하는 정치·외교적 영향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중
국공산당은 해외 주둔기지를 열강의 제국주의와 냉전의 산물로 비판해 왔다는 사
실에 비추어 보면, 세계 지전략적 요충지에 ‘전략지점’을 확산하고 있는 중국의 태
도는 중국의 전략과 대외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과거
중국 국방백서에서는 “중국은 군사적 확장을 추구하지 않고, 외국에 군대를 주둔
시키거나 군사기지를 세우지 않는다”고 명시했었지만, 2009년부터 이러한 기조에
변화가 발생했다. 현재 세계에 중국이 건설했거나, 임차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항
구 개수는 116개에 이르고 있고35, 이들에 대한 지전략적 효율성과 활용도는 점점
제고되고 있다.
2015년부터 중국의 군사발전전략은 중국의 근해와 접경지역, 군 개혁 및 현대화에
방점을 찍으면서 중국인민해방군의 원거리 전력을 눈에 띄게 향상시켰다. 원거리
폭격기, 개량된 특수임무 항공기 등은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의 작전 범위를 확장시
켰다. 항모와 새로운 지원 공급선 등 제고된 군사적 역량은 대륙의 연안방어를 넘
어서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이 더 먼 곳에서 원정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36 여
기에 중국의 조선소는 다수의 ‘ro-ro형 군함’을 생산함으로써 중국의 군사 수송 능
력을 제고시키고 있다.37 현재 중국 해양전력의 질적 평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
지만, 최소한 중국의 고성능 수상 전투함정, 잠수함을 포함한 중국의 함선 건조
생산력 자체는 미국을 포함, 경쟁자들을 크게 앞서고 있다. 2021년에는 중국이 원
양에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약 124척의 군함과 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38 중국의 이러한 원거리 세력투사능력의 제고는,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HADR), 대테러 활동 등 국제사회의 공공재 제공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중
국 위협론’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은 우선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관망하면
35 Zhigao Liu, Seth Schindler, Weidong Liu, “Demystifying Chinese overseas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Port
development,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regional developmen,”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Vol. 87, Jul.
2020. 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966692319307112
36 Chad Peltier, “China’s Logistics Capabilities for Expeditionary Operations,” USCC, April 15, 2020. https://www.
uscc.gov/sites/default/files/2020-04/China%20Expeditionary%20Logistics%20 Capabilities%20Report.pdf.
37 Stephen Kuper, “China's Growing Blue Water Naval Capabilities Raise Questions,” Defence Connect, October 21,
2019. https://www.defenceconnect.com.au/maritime-antisub/4983-china-s-growing-blue-water-naval-capabilitiesraise-questions.
38 Michael McDevitt, Testimony before the Hous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on a hearing on “DOD’s role in
Competing with China,” January 15, 2020. https://docs.house.gov/meetings/AS/AS00/20200115/110390/HMTG116- AS00-WstateMcDevittM-202001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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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접근법을 조정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정확히 파악
하기 어렵다. 그러나 미국이 블링컨과 설리번을 중심으로 이란 핵합의 타결 방식
을 북한에 적용할 개연성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할 때39, 한반도 문제는 많
은 난관에 봉착할 개연성이 있다. 이란 핵협상 당시에는 원유 차단 문제에 대해 유
럽 국가들의 협력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 외에 북한에 실질적
으로 이러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 문제를 중국
에 다시금 ‘아웃소싱’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미국의 대북정책을 미국의 대중국 정
책 방향과 조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지속하면
서 중국의 협력을 얻어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중국이 미중관계
에 북중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레버리지가 강화되는 역효과까지 발생할 소
지가 있다.
중국은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된 2016년 말부터 트럼프가 사업가적 기질을 바탕
으로 미국의 기존 대외정책의 관행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이라는 기대
가 있었다. 이러한 기대치에 따라 2017년 상반기에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조응하
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 말부터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더
는 기대를 품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까지 일관되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쌍궤병
행’의 원칙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향후 한국은 미국이 또다시 한반도
문제를 중국에 ‘아웃소싱’하지 않도록 한미 간 정책적 소통을 강화하고, 북한을 보
다 직접적으로 포용하려는 한미의 노력에 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한
중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안보정세 평가 및 전망
2020년 평가
아베 정부(당시)는 미일안보조약 개정 60주년 행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
도쿄 올림픽 개최 등 굵직한 행사를 앞두고 ‘새로운 시대의 일본외교를 확립하는
39 블링컨은 2015년 6월 이란 핵합의 타결 4개월 후, 국무부 부장관 자격으로 방한하여 “북한이 이란을 보기 바란다”
는 언급을 한 바 있고, 2018년에도 <뉴욕타임스>를 통해 “북한과 핵 합의의 최고 모델은 이란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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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만들겠다’라는 포부 하에 2020년을 시작했다. 그러나 코로나 19 확산 및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4월 예정이었던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일 일정이 연기되었
고, 도쿄 올림픽 개최도 연기되면서 대외정책 추진에 동력을 잃게 되는 모습을 보
였다.
2020년 4월 7일 아베 정부(당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긴급사태선언’을 발표했고
이후 16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실시했다. 4월 이후
확진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국내정치 역량은 전적으로 코로나 19 사태의 종
식과 회복에 집중되고 있다.40
2020년 8월 아베 총리(당시)가 지병을 이유로 사임을 표명하면서 2012년 12월부
터 시작된 7년 8개월간의 아베 시기가 막을 내렸다. 그간 일본은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대내외 정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는 예외적인 시기를
경험했고, 그 배경에는 아베 총리(당시)의 리더십이 존재했다.41 9월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가 출범했으며, 스가 총리는 아베 시기 관방장관을 역임했
었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아베 시기 일본의 대외정책 전반에 걸친 정책의 연
속성은 담보될 것으로 보인다.
스가 총리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아베 정부의 관방장관으로 일본
경제의 재상, 외교 및 안전보장의 재구축, 전세대형 사회보장제도의 실현이라는 국
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왔다.”라고 밝히면서 “(코로나 19로 인
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모두 안심하고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베 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을 확실하게 계승하고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나(스가 총리)의 사
명이다.”라고 강조하는 등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42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정치 리더십이 교체된 상황에서도 2013년에 발표한 ‘국가안
전보장전략서’에 명시되어 있는 세 가지 목표, 즉 일본의 독자적인 방위력을 향상
하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공고하게 하며, 주변국과의 안보협력을 확장한다는 대
내외적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40 2020년 12월 18일 현재 누적 확진자 수는 18만 7천여 명이며, 일일 신규 확진자가 3,200명을 넘는 등 3차 유행이 현
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41 아베 총리(당시)는 재임 기간 중 총 6번의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42 首相官邸. “菅内閣総理大臣記者会見,”(2020年9月1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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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일본의 안보방위정책은 크게 네 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자위대의 재
해지원 활동이다. 자위대는 코로나 19 사태의 수습을 명분으로 자위대법 제83조
‘재해파견(災害派遣)’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구호활동을 벌였다. 2011년 3.11 동북
대지진 이후 재해지원에 있어서 자위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비전통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자위대 나름의 역할이 분명해지면서,
향후 보통의 군대로 전환할 수 있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이라는 공동의 비전하에 미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이다. 일본은 2017년부터 외교청서에 FOIP 지역전략을 제시했고,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협력을 추진하는 데 중심적인 행위자로 역할을 했다.
일본은 미국과의 양자 협력뿐만 아니라 미-일-호주, 미-일-인도 등 삼자 협력 그리
고 미-일-호주-인도의 쿼드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역내 영향력을 강화하
고자 하고 있다.
셋째, 다차원통합방위력 구축의 지속적인 추진이다. 2018년 방위계획 대강의 핵심
개념인 다차원통합방위력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우주, 사이버, 전자전 등 신영
역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부대 신편 및 국방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넷째, 미사일방어에 대한 재검토이다. 아베 정부(당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에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육상 배치형 이지스 체계
(Aegis Ashore) 계획이 철회되었다. 방위성은 기술과 비용의 문제로 계획을 철회했
다고 발표했지만, 이지스 어쇼어 배치에 대한 대안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되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후 여당인 자민당을 중심으로 요격능력 향상을 포함한 미
사일 저지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이지스 어쇼어의 대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안보환경 인식
일본의 2021년 안보환경 인식은 우선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영향이 지
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2020년 12월 현재 일본도 3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백신, 치료제가 개발 및 보급되어 국제정치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스가 정부도 국내경제 회복에 집중하면서 국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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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적(inward-looking)이 될 가능성이 크며, 여타 선진국도 유사한 입장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일본은 미국의 신행정부 등장에 따라서 트럼프 시기의 미
중관계의 경쟁적인 모습만 강조하지는 않겠지만 중국의 강화된 경제, 안보, 군사
적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중 접근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43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둘러싼 환경이 한층 어려워지는 가운데 미일동맹을 중심으
로 한 대외정책을 전개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대
외정책에서 우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군사위협
에 더해 안보의 범위를 경제 및 기술 분야로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의 디지털
화로 인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경제질서의 규범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미중
간 무역마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다.44
나아가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국가들이 주변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인도·태평
양 지역은 안보협력이 가능한 다자제도가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높다고 본다. 예를 들어 중국군의 AI 활용 등 급속한 군현대화가 진행되고 있으
며, 북한의 미사일 기술 발달에 따른 타격력 강화도 지속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주변국과의 정보공유 등
군사적 교류가 중요하다고 본다.45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국익을 지키기 위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전략
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46 스가 총리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던 만큼 일본은 미국과 함께 ASEAN, 호주, 인도 그
리고 EU까지 포함한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과 연계해서 자유롭
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외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하고 있다.

43
44
45
46

中山俊宏. “バイデン氏勝利で転換する米外交:不安の解消には時間も”ニッポンドットコム(2020年11月9日).
外務省(2020). “第1章2019年の国際情勢と日本外交の展開ー情勢認識,” 『外交青書2020(PDF)』(10月21日).
防衛省(2020). “我が国を取り巻く安全保障環境,” 『令和2年版防衛白書』.
外務省(2020). “第1章2019年の国際情勢と日本外交の展開ー情勢認識,” 『外交青書2020(PDF)』(10月2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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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정책 추진방향
일본은 안정적으로 대미, 대중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협력은 강화하면
서 중국과는 관계 개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스가 총리는 방미 일정을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다.47 2016년 아베 총리(당시)가 미 대선 직후에 미국을 방문
해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첫 회담을 가졌던 것처럼 스가 총리도 2021년
1월 내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회담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48
대중관계에서는 2020년 9월 25일 스가 총리가 시진핑 국가주석과 처음으로 전화
회담하는 등 관계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양 정상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이동이 제
한되고 있는 경제인 왕래를 재개하기 위한 협의를 조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논의했
는데 11월 24일 왕이 외교부장이 일본을 방문하면서 11월 중에 경제인 왕래를 재
개하는 데 합의했다.49
이렇게 일본은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
이 일본, 호주, 인도와의 쿼드 협력을 대중 견제로 활용하겠다는 방향성을 선명하
게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대중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문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행정부와는 대비적으로 민주주의의 회복을 내세우
고 있는 만큼, 대외정책에서도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연대가 강조될
수 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와는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
에 대한 견제를 명백하게 요구할 개연성이 높다. 향후 미국 신행정부의 대중 정책
에도 영향을 받겠지만, 쿼드 외교장관 회의가 정례화된다면 일본의 대중 정책에도
상당한 도전이 될 것임을 알 수 있다.50
일본은 중요한 주변국인 한국과 건전한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
47 스가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서 축하인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菅義偉[@sugawitter]. “Warm congratulations to @
JoeBiden and @KamalaHarris.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to further strengthen the Japan-US Alliance
and ensure peace, freedom,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beyond.”(2020년11월8일, 오전 6시 27분).
48 “首相、1月にも訪米検討,” 『毎日新聞』(2020年11月2日).
49 “ビジネス往来、11月中に再開 日中外相合意,” 『日本経済新聞』(2020年11月24日).
50 2020년 10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외교장관이 도쿄에서 제2차 쿼드 회의를 개최했다. 4개국은 직접 만나 외교장
관 회의를 개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쿼드의 전략적 의미를 보여줄 수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
관은 NHK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미-일-호주-인도의 경제적, 외교적, 안보적 관계로 이어진 네트워크로 중국을 견
제하고자 한다는 점을 드러냈다. US Department of State. “Secretary Michael R. Pompeo with Yoshio Arima of
NHK,”(October 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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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 문제에
대한 이견은 좁히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스가 정부는 한국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
지지 않는다면 2020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보도되기도 했다.51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결은 지연
되고 있지만, 미국의 신행정부 등장이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게 된다면 한일관계도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경색된 관계를 풀 수 있는 우연한 계기가 마련될 개연
성도 적지 않다.
대북관계에 있어서 일본은 지속적으로 납치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
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드러낼 것이며 이는 국내문제로서도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
될 것이다. 다만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북한이 그러한 일본의 대화 요
청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게다가 도쿄 올림픽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납치피해자 문제를 두고 북일관계가 개선될 여지는 그다지 크지 못하다.

러시아의 안보정세 평가 및 전망52
2020년 평가
2020년 한 해 동안 러시아는 국민투표를 포함한 개헌 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 푸
틴 대통령의 임기를 사실상 2040년경까지 연장했다.53 이와 더불어 쿠릴 영토 등
영토의 불반환 원칙을 헌법에 포함시킴으로써 더 이상의 협상 여지를 남기지 않는
듯 결연한 의지를 표출했다. 또한, 2018년 푸틴 대통령이 직접 소개한 바 있는 극
초음속 등의 전략무기들이 순차적으로 실전에 배치되어 전력화의 수순을 밟았다.
러시아는 2019년 미국과의 ‘INF 협정’ 폐기 이후 올해는 ‘New START’ 협정 연장에
관한 협상에서도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시점에서 협상이 공전상태에 머
물러 있으며 러시아는 미 대선 이후로 협상을 유예시킨 상황이다. 러시아는 미 신
51 “ことしの日中韓３か国首脳会議 開催困難か「徴用」めぐる問題で,” 『NHK』(2020年10月13日).
52 본 원고는 한국국방연구원 러시아 전문가인 유영철 박사의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2021 국방정책 환경 전망 및 과제
연구팀이 작성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53 “Russia’s constitutional amendments enter into force July 4,” TASS,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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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와 10년 단위 갱신을 원칙으로 하던 협상을 5년 단위로 전환하는 방향을 추
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54
러시아는 높은 수준의 제재를 지속하고 있는 미국 및 서방국가들과의 대립관계를
지속하면서 2019년에 이어 올해도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확대했다. 2019년 12월
중국과 러시아 가스프롬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시베리아의 힘’ 개통에 합의하는
등 중러관계는 사실상 분리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 사이의 역사적 관계를 상기해 볼 때 미래의 협력 지속을 속단하
기는 어렵지만 이와 같은 긴밀한 협력관계는 향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러시아 역시 코로나 19의 충격과 피해를 피할 수 없었다. 다만 그 피해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는데 이는 인구에 비해 영토가 방
대하게 넓은 러시아의 여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 러시아군이 상대적으로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에 어느 정도 성공하면서 각종 훈련을 소화한 것도 평가할
만한 부분이다.55 러시아군은 올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개혁 노력을 진척한 것
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1년 안보환경 인식
러시아는 그동안 세계정세를 미국 중심의 단극질서가 약화되면서 다극질서가 구
체화되는 과정으로 파악해 왔고 이러한 정세를 활용하여 전통적인 강대국으로서
한 축을 러시아가 차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2021년 미 대선 과정에
서 발생한 혼란상을 보면서 러시아는 국제질서의 다극화가 가속화되고 현실화되
는 과정으로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러시아는 코로나 19의 충격으로 미
국이 흔들리고 있는 현 시기와 앞으로의 미래를 국력과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의 다극화를 촉진시킴으로써 미국의 패권주
의를 견제하며 러시아 부활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2020년 한 해 동안 러시아는 코
54 Kingston Rief & Shannon Bugos, “New START in Limbo Ahead of U.S. Election,” Arms Control Today, Arms
Control Association, 2020. 11.
55 “Russian Military Launches Coronavirus Vaccination Campaign,” The Moscow Times,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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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 19로 인한 피해가 상당했던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 편으로는 2014년 우크라
이나 사태 이후 계속되어 온 경제제재가 초래한 불황을 거의 극복했다. 2019년 이
미 GDP 기준 세계 9위, 특히 PPP 기준으로는 6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된
다.56 따라서 러시아는 중국의 부상이라는 국제정세와 국내경제 회복을 중요한 기
회로 인식할 것이 예상된다.
러시아는 2020년 헌법 개정을 통해 내부 정치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래의 불
확실성을 상당 수준 해소한 측면이 있다. 그동안 누가 푸틴의 후계자가 될 것이며
그 권력 이양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불확실성, 그로 인한 우
려가 존재해 온 것이 사실이다. 2020년 이와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러시
아는 대외전략을 더욱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 미중 간 패권경쟁의 본격화를 목도
하면서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지역질서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곳으로 세력
확장을 시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강대국으로서 과거의 영광
을 재현한다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이와 같이 지역질서에 대한 영향력 확보가 향
후 중국과의 협력 또는 미국을 상대로 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는 기반
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정책 전망
2020년의 헌법 개정, 경제 불황 극복 등을 통해 볼 때 러시아는 푸틴이 추구해 온
정책들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자평하고, 앞으로 이를 더욱 적극
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 예상된다. 러시아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바이든
행정부를 더 껄끄러운 상대로 인식할 것이다.57 러시아를 견제하는 민주당의 고전
적인 정책에 대해 적대감을 가질 것이며 어려운 상황을 예상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나토의 공세적인 대러시아 정책에 대해 강대강으로 대응할 것이 예상된다. 미국의
56 노인규, “미국 바이든 신 행정부의 대 러시아 정책 구상과 전략적 함의,” 『동북아안보정세분석』 한국국방연구원,
2020. 11. 20.
57 노인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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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럽 관계 개선 및 강화에 대해서도 경계할 것이며 대립각을 세울 것이다. 이외
에도 유럽 및 중동의 분쟁 지역 등에서 미국과 반대되는 진영의 편에 서서 대립전
선을 형성할 것이 예상된다. 즉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
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고 한반도 상황이
개선될 경우 동북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한국과도 경제를
포함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러시아는 극동개발을 숙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오래전부터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
식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반대로 러시아는 한반도의 비핵화 협상 상황이 악화될 경우 한미일, 북중러의 선
을 형성하며 북한을 지원하는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이는 미국에 대응하여 중국
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 러시아의 전략적 위치와 입장을 고려할 때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미관계,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러시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미중관계 악화에 일조하는 세력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
다. 오히려 러시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며 이를 위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호감과 전략적 이익을 적극적이고 창조
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안보정세 평가 및 전망
2020년 안보정세 평가
북한은 2020년의 한반도 정세가 제재 장기화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는 전
망에 무게를 두고, 2020년의 전략방향으로 “정면돌파전”을 선언했었다. 2019년 12
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던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
원장은 미국이 대화를 하더라도 대북제재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북미협상의 교착
국면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장기화될 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면돌파
전’을 제시했던 것이다. ‘정면돌파전’을 7기 5차 전원회의 보도를 바탕으로 요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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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이것은 제재 장기화에 대비하여 국내경제 부분에 대한 여파를 관리하는 데
주력하면서 전략무기개발 재개 암시를 통해 미국의 압력을 견제하고 향후를 대비
한 협상력을 축적하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58
다만, 북한의 국내적 부담을 배가시키는 코로나 19 사태가 발생하고 장기화되면
서 북한 주민과 엘리트의 고난이 증대되었으며, 그 여파로 북한 당국이 북중관계
확대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의 관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경색되
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20년 3월쯤 KN-24, 25, 26 등의 새로운 전술유도무기를
집중적으로 시험함으로써 무기개발 성과와 더불어 정상적인 통치능력을 보여주고
자 한 것으로 보이나,59 코로나 19 사태가 당초 해소가 기대되던 4~5월을 넘어서도
지속되자 전통적인 우방과 관계를 확대하고 남북관계를 차단하는 데 나섰다. 북
한은 중국의 동북3성 지역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자 1월 28일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체계를 국가비상 방역체계로 전환하고 북중 국경을 폐쇄했다. 특히, 5월
초부터는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의 코로나 19 대처 성과를 인정하는 구두
친서를 보내는 등 중국에 대한 접근을 표면화하고,60 이때를 기점으로 외곽기관지
를 통하여 한국 정부가 신의 없다고 비판하면서 대남비판을 점차 확대하였던 것이
다.61 이러한 흐름은 2020년 6월 들어 더욱 확대되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일련의 행동조치로 귀결되었다. 북한 당국은 한국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를 이유로 6월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대응조치를 밝혔고,62 6월 8일에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고 남북 간의 모든 통신연락을 차단·폐기한 이
후에63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던 것이다.64
58 『로동신문』, 2020년 1월 1일자, “주체혁명위업승리의 활로를 밝힌 불멸의 대강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７기 제５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59 이중구,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 양상 분석 및 향후 전망,” 『동북아안보정세분석』(2020. 4. 20) 참조.
60 『로동신문』, 2020년 5월 8일자,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에게 구두친서를 보내시였다.”
61 『우리민족끼리』, 2020년 5월 15일자, “광대놀음으로 차례질 것은”; 『우리민족끼리』, 2020년 5월 17일자.
62 『로동신문』, 2020년 6월 5일자,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대
변인담화.”
63 『로동신문』, 2020년 6월 8일자, “북남사이의 모든 통신련락선들을 완전차단해버리는 조치를 취함에 대하여-조선
중앙통신사 보도.”
64 참고로, 2020년 여름 이후에도 북한은 대내정치 일정과 미국 대선추이를 보며 북중관계 확대를 추진해갔다. 2020
년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을 맞아 이루어진 북중 정상의 축전 교환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인민지원
군 묘역까지 방문했던 것이다. 이 때에도 북한 당국은 외곽기관지를 통해 한미관계를 비판했다. 한국 국가안보실장
의 방미를 외세의존으로 규정하고 돌연히 2020년 9월의 한국 공무원 실종사건은 국민을 관리하지 못한 한국측 책임
이라고 비판한 것이 그 사례들이었다. 『동아일보』, 2020년 10월 30일자, “北, ‘공무원 피격 사건’에 ‘주민 관리 못
한 南에 우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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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북한의 대남 강경태도는 군사부문의 긴장과 충돌가능
성을 야기하는 수준까지 확대되지는 않았다. 북한 당국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직후 2020년 6월 17일 총참모부 대변인 입장문을 통해 천명했던 4대 군사
조치를65 김정은 위원장이 7기 5차 당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보류했던 것이다.
북한은 제재 장기화 및 자체봉쇄 국면에서 경제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군 노동력
을 단천발전소, 어랑천 3~4호 발전소 건설 등 후방의 주요 사업현장에 동원해야
했다.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은 이러한 경제발전 노력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었을 것이다. 아울러, 2020년에 두드러진 북한의 대남접촉 기피는 코로나 19에 대
한 비상방역 노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020년 7월 하순 북한이탈주
민의 월북사태에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노동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개최하여
개성시의 완전봉쇄를 지시하기도 했던 것이다.66 이와 같이 ‘한국과의 연락 및 접촉
을 파괴적인 방식으로 거부하면서도 군사적 긴장고조까지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기피하는 양상’은 2020년 9월 하순 한국 해수부 공무원 실종사건에 대한 북
한의 반응에서도 재현되었다. 9월 하순의 해수부 공무원 실종사건에 따라 한국 내
의 대북여론이 악화되자 9월 25일 북한 통일전선부는 사과통지문을 보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왔던 것이다.
북한이 보는 세계 및 동북아 안보정세
북한은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로 외부와의 교류가 차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WHO가 코로나 19에 대해서 ‘팬데믹’을 선포하기 이전부터 북한은 WHO의
코로나 19에 대한 경고를 내부에도 신속히 보도했던 것이다. 북한은 코로나 19 차
단을 위해 비상방역지휘부를 전국에 설치하고 있었고, 2월 1일 조선중앙통신과 노
동신문은 1월 30일 WHO가 코로나 19 관련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했음을 보
도했다. 이후 북한은 수시로 전 세계의 코로나 19 감염자 현황을 보도하며, 감염병
확산에 대한 내부의 경계심을 고취시켰다. 거의 매일 전 세계의 감염자 현황이 조
선중앙통신 등을 통하여 보도되었다.67
65 4대 군사조치란 금강산과 개성에 대한 군부대 재배치, GP 철수 철회, 완충구역 군사활동 재개, 대남전단 살포 실시
를 의미한다. 『로동신문』, 2020년 6월 17일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것이라고 강조.”
66 이때의 개성시 완전봉쇄는 3주 후에 해제되었다. 『로동신문』, 2020년 8월 14일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７
기 제16차 정치국회의 진행.”
67 『조선중앙통신』, 2020년 12월 1일자, “세계적으로 감염자 6 356만 2 800여명, 사망자 147만 3 32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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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북한은 중국이 코로나 사태를 비교
적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인식을 내비쳤고, 미국 대선이 다가오자 북중친선
을 더욱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김정은 위원장은 5월 초순 시진핑 주석에 대한 구
두친서를 통해서 최근 중국이 이룬 코로나 19 방역 부문의 성과를 ‘우리 일처럼 기
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의 관계가 계속 발전되고
있다고 언급했다.68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초에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으
면서 미국 국내정치가 불안정해지는 상황과 대조적으로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 성
과를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것은 북한도 북중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으로 이어졌다. 김정은 위원장은 10월 21일에 평양시의 북중
우의탑에 꽃바구니를 보냈고, 10월 22일에는 중국 심양과 단동의 중국지원군 한
국전 참전 기념탑에도 꽃바구니를 보냈다.69
아울러, 북한은 2020년 중반에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인식을 보였다. 2020
년 5월 러시아에도 접근하려는 동향을 보였고,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의 푸틴 대
통령에게 보낸 5월 9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기념일 축전에서 북러관계 발전에 대
한 확신을 표명하면서 러시아가 코로나 19 방역에서도 성과를 이루기를 기원했다.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간의 축전 교환을 통해
서 북러 간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2019년 4월의 북러정상회담 합의에 기초
하여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될 것이라는 북한의 입장을 제시했다.
한편, 북한 당국은 미중갈등에 대해서 전통적인 우방을 두둔하고 미국에 부정적
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북중관계를 중시하는 맥락의 영향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2020년 6월의 홍콩문제에 대해서 노동신문은 중국의 13기 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것은 주권국가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
에, 미국 등 국제사회가 그에 대해서 간섭하고 비난할 권리가 없으며 그러한 간섭
은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70 7월에는 미국의 대중 전면
압박 정책을 비난하고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미국이 중국의 사회제도와 공산당을 대상으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국민들을 분열시키려는 것이라면서, 중국의 경제발전과 코로나 19 확산 억제의 성
68 통일부, 『월간 북한동향 - 2020년 5월』(서울: 통일부, 2020), p. 50.
69 통일부,『월간 북한동향 - 2020년 10월』(서울: 통일부, 2020) pp. 59-64.
70 『로동신문』, 2020년 6월 7일자, “주권국가의 자주적 권리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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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이룬 중국 공산당의 리더십을 중국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던 것이
다.71
덧붙여, 북한은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의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북전단에 의한 김정은 위원장 모독을 경계했다. 물론 북한은 전통적으로 한미연
합훈련을 경계해왔지만, 2020년 중 북한의 비난대상은 1월 한국 해군의 기동훈련
이나 4월의 위기관리 참모훈련, 지휘소연습, 5월의 한국군 해·공군 합동군사훈련
등 과거 한미연합훈련에 비교해 크지 않은 훈련들이었다. 그러다가 북한이 6월에
들어오면서 높은 수준에서 비판한 것은 한국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였다.
김정은 위원장까지 북핵문제와 연루시켜 언급했다면서, 남측 사회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시한 것이다. 그 이후에도 북한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
지조치를 촉구하면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의 진행경과를 주목해왔다. 8월에
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에 반대한 한국 측 국회의원을 비난했고,72 9월에도 동
법안의 처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주목하고 있다는 입장을 외곽기관지를 통
해 밝혔던 것이 그러한 관심의 사례였다.73
북한의 대남 및 대외정책 전망
2020년 말 혹은 2021년 초 북한이 처한 상황은 비핵화 협상의 재개가 쉽지 않은
가운데 코로나 19 방역 노력에 따른 대외교역의 축소 및 국내경제의 침체가 겹쳐
져 있는 국면이다. 우선, 외부적으로 북한은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의 당선으로
트럼프 행정부보다 원칙적인 미국 행정부와 비핵화 문제를 논의해가야 하는 상황
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은 2020년 정면돌파전에서 상정한 제재 장기화의 국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와 북한의 반
발 등 북미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서는 긴장국면으로의 회귀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내부적으로 코로나 19라는 감염병의 확산 위기에 대해서 평양
당국이 국경봉쇄와 위험지역 완전봉쇄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은 물론
엘리트의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10월 당창건일 당시 김정은 위
원장이 감정을 내보인 기념사도 그러한 고통에 대한 국내적 통치의 곤란을 반영하
71 『로동신문』, 2020년 7월 2일자, “중국에 대한 압박공세는 실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72 『우리민족끼리』, 2020년 8월 27일자, “인간쓰레기 서식장에서 풍기는 악취.”
73 『려명』, 2020년 9월 17일자, “재앙의 근원은 단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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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여겨진다. 2020년 말 현재는 북한 지도부의 통치스트레스를 반영하듯
이 환율급락에 거물환전상이 처형되었다는 소식도 보도되고 있다.74 따라서 2021
년의 제재 장기화 국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내부의 확대되는 고통과 불안의 영
향을 반영한 결과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이 대결 혹은 협상 중 어떠한 방식으
로든 제재 장기화 국면을 벗어나려 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2021년 초기의
정책환경만 본다면, 북한 정권의 대책은 체제불안 억제에 필요한 지원과 지지를 얻
기 위한 중국과의 경제, 정치관계 강화와 더불어,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는 수위 높
은 비판과 극적인 타결 등 협상을 목표로 한 강경전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대외정책 행보는 2021년 초기의 조건으로부터는 대결회귀에 유사
한 모습을 보일 수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협상 방안과 미중관계 개선 등 새
로운 요인들이 2021년 중반에 등장한다면 부분적 비핵화에 호응하는 양상도 보여
줄 수 있다. 북한은 장기화되는 제재도 자력갱생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코로나 국면까지 겹쳐 봉쇄와 제재 국면을 2021년 내내 지속하기는 곤란
할 것이며, 코로나 19 확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국제적 지원과 협조가 필요
하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미중관계 회복 노력과 같은 구조적 변화가 이루
어진다면, 중국에 더욱 의존하는 상황에서도 북한 당국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호
응해야 할 필요도 증대될 것이다. 비록 미국의 리더십을 재건할 것임을 천명한 바
이든 행정부 역시 보편적 가치를 두고 중국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
후변화와 팬데믹 대응과 같은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협조를 확대시켜갈
수 있을 것으로 논의된다.75 즉, 2021년 초기의 주어진 상황으로는 한반도의 안정
에 부정적인 요소가 많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북핵의 부분적 해결에 대한 긍정적
요소가 추가될 수 있다는 뜻이다.
우선, 2021년 북한의 대남정책은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추가로 악화
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의 전제는, 새로운 미국의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동안 북한은 협상력 강화와 체제유지의 결의를 보이기 위해 인내심의 한계와 전략
도발로의 회귀를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74 『JTBC』, 2020년 11월 27일자, “국정원 ‘김정은, 환율 급락 분노…거물 환전상 처형’”; 『매일경제』, 2020년 11월 27
일자, “‘김정은 환율 급락에 거물 환전상 처형’…비 합리적 대응.”
75 이수훈, 강석율, 김기범, “미국 대선 이후의 대외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동북아안보정세분석』(2020. 11. 3),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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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의 대북공조 확대에 무게를 둘 것이
다. 이러한 갈등 국면에서, 북한은 한미동맹의 군사활동을 견제하기 위하여, 자신
의 경제발전 노력과 안보환경 개선 노력을 저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군사
합의의 일부 조치를 무효화해갈 가능성이 있다. 2020년의 제재 장기화 국면에서도
이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지만, 2021년 북미관계의 퇴보 시에는 군사적
억제력 강화를 우선시하여 4대 군사조치를 다시 꺼내 들거나 서해의 해안포 봉인
등을 철회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선호나 남북관계 정상화 노력과 무관하게 남
북관계의 군비통제 수준이 퇴보할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다. 다만, 북한의 이러한
긴장고조 행위는 실질적인 무력충돌보다는 북미, 남북 간의 외교적 타협으로 급격
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19 사태의 여파로 북한 당국이 내부의 체제위기
가능성을 의식하고, 한반도의 긴장방지를 위해 미중 양국이 협력을 모색할 개연성
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북미관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없더라도 대립적인 방향에서 출
발할 개연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정상회담이나 북한과의 거래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 트럼프 정부가 그에 비판적인 바이든 정부로 교체되는 상황에 대해서
체제유지에 불리한 형편이 확대되고 있다고 느낄 가능성이 크다. 비록 트럼프 대
통령이 취임했던 2017년 초에 북한은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을 강행하고 군사적 긴
장의 수위를 끌어올렸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기간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북한도 일련의 도발을 끝내고 북미관계를
협상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트럼프 행정
부 초기의 북미대립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계획으로 초래된 것이지, 미국의 대
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감으로 야기된 것은 아니었다는 뜻이다. 반면, 바이든 대
통령 당선인은 2020년의 대선 기간에 걸쳐 민주주의와 인권의 견지에서 북한의 정
치체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고, 북한이 핵능력 축소에 동의해야 김정은 위원
장과의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천명했다.76 북한은 이러한 미국 측의 시각
을 자신들의 체제유지 노력과 배치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김정은 정
권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하여 민주주의와 시장제도에 의한 제도 붕괴 노력을 중단
하라며 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할 개연성이 있다. 북한은 부시 2기 행정부의 민주
주의 확산 정책에 대해서도 정치적 압박으로 규정하고 2005년 2월 핵보유선언을
76 『연합뉴스』, 2020년 10월 30일자, “바이든 한반도정책 구상은…동맹강화, 원칙 입각 북핵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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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이 요구한대로 적대시정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외무성 성명이나 외무성비망록을 통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
힐 수 있다.77 그렇게 된다면 바이든 행정부 초기의 북미관계도 부정적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로부터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도발적 언사에
대처하여 바이든 행정부도 미국의 위력을 보여주는 무기 시험발사 내지는 대북제
재 및 대북공조의 확대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의
수위도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단, 북한의 이러한 도발적 언사로 인한 긴장은 극적인 타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
연성을 지닌다. 1994년 6월 김일성과 카터의 정상회담처럼 외부적으로는 국제적
고립에 내부적으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북한은 체제위기를 방지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전격적인 타협에 합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타협의 가
능성은 미중의 대북공조 시 더욱 확대될 것이다. 북미 간의 타협 시에는 일반적인
부분적 비핵화 시나리오와 유사하게 북한의 핵물질 생산 및 실험을 중단시키는 데
초점을 둔 잠정합의가 모색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합의의 국제적 기반을 강
화하기 위하여 잠정합의는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하는 다자합의의 형
태를 띨 수 있다.78
한편, 2021년 북한이 내부문제 해결과 체제불안의 억제에 더욱 방점을 둔다고 가
정할 때, 2021년 북한과 중국의 결속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한미 양국이 과거에
비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주더라도, 북한의 시각에서 내부 체제안정에 도움이 되
고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행위자는 사회주의 체제를 공통되게 표방하는 중국이다.
뿐만 아니라 2019년 6월 평양 방문 당시에도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정권의 노선과
리더십을 지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었다. 2020년 말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
선 실패 이후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국에 보다 의존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트
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19 감염 직후의 시점에서 북중 간의 전통적 우의를 누차 강
조했던 것이다. 북한 당국은 지속되고 있는 대북제재로 인하여 한국이 내부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도 여겨왔다. 이로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민
77 혹은 2021년 초로 예정된 북한 노동당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천명할 수도 있음.
78 Robert Einhorn, “US-DPRK Negotiations: Time to Pivot to an Interim Agreement.” 38 North, Special Report
(August 2019), 출처: http://www.brookings.edu/research/us-dprk-negotiations-time-to-pivot-an-interim-agreement
(검색일: 2019년 8월 20일),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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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와 인권문제 개선 등 미국의 요구가 확대될 수 있는 시점에서, 북한은 정치적
지지를 제공해줄 중국과의 전통적인 특수관계를 본격적으로 확대해갈 개연성이
있다. 특히 코로나 확산 가능성을 해소하는 것은 북한의 공언과 달리 외부의 의료
기술 지원이 필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중국 등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2021년 북한은 중국 측과의 관계를 통해서 코로나 19 위기도 극복하고, 이후에는
경제회복 노력도 도모해갈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국방·군사정책 전망
이처럼 북한이 제재 장기화와 코로나 확산의 위험 속에서 장기화된 제재를 버티지
못하고 대결 회귀나 부분적 비핵화로 나아갈 것이라는 대외정책 전망 하에서, 북
한의 국방, 군사정책 전망도 제시해볼 수 있다. 우선, 우려되는 것은 2021년 초에
나타날 수 있는 북핵문제의 미해결, 북미관계의 신경전 속에서 남북 간의 운용적
군비통제가 제한적으로나마 퇴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국면은
일시적이라도 북미관계의 정치적 긴장 속에서 남북관계도 함께 악화시킬 수 있다.
그에 따라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공세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더라도, 북한은
한미공조를 우려하고 우리 정부를 견제하기 위하여 기존 남북관계 개선의 결실 중
하나인 남북군사합의에까지 관련된 압박책을 구사할 수 있다. 즉, 남북군사합의
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NLL 지역의 해안포 봉인해제 등 일부 조치를 무
효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한반도의 긴장수위가 더
욱 높아진다면, 그에 대응하여 다시 북한군은 군사적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명분
으로 보다 위협적인 행동을 경고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16년 초중반에
했던 핵사용 모의훈련이나 2017년 괌도 포위 사격 위협을 재현하거나, 나아가서는
2006년 7월에 그랬던 것처럼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연장선에서 다양
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함께 발사할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은 군사작전의 기술적 고
려 속에서 군사력 충돌 시 F-35 등에 의한 한미동맹의 보복조치에도 대응하기 위
하여, 한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KN-23~KN-25에 이르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들의 시
험발사를 확대하거나 그 실전배치를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국면은 한미동맹의
대비태세 강화를 낳을 것이며, 주요 우리 군사기지 및 미군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방공체계 확대의 필요성도 요청될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핵사용 엄포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도 확대되고, 중국 정부가 부담을 느낄 것으로서 미국의 항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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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 중국의 항모전단이 한반도 근해에 모두 전개되는 상황도 초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결국면은 계속 지속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긴장고조 단
계를 거쳐 타협국면으로 이어져갈 것이다. 북한이 능력의 한계 상 대결정책을 계
속하기도 어렵고, 미국의 압박정책을 풀어보고자 하는 중국도 북한으로 인해 미
중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로부터 평양이 미국과의 타
협을 택한다면, 북한의 국방 및 군사부문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이 미국
과 핵능력 축소 합의 혹은 잠정합의를 도출할 경우, 북한은 제한된 규모의 핵능력
을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되어 체제안전에 자신감을 보일 것이다. 이
러한 조건에서 정권의 공고화와 정당성 확보를 위한 경제발전 노력을 배가시키기
위해 군사비의 동결이나 재래식 군사력 축소도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국
면에서 한국 국방부문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북한의 핵능력 축소를 끌어내기
위한 남북 간의 운용적 군비통제와 함께, 북한의 추가적인 조치에 따라서 남북 간
의 구조적 군비통제 문제도 갑작스럽게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우리 국방부문은 상반기 만약의 긴장고조 국면에 대비하면서도 비핵·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기울여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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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방환경 및 여건 전망

문재인 정부의 국방목표는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건설이다. 한반도 주변 안보환
경의 높은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예견된 미래의 도전들에 대해 적극적이고 충실하
게 준비하여 나가면서 첨단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국방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 정부는 2018년부터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추
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방은 북한 위협의 불확실성, 역내 잠재적 위협의 증
가,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의 확산,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의 부족 등 다양
한 도전과 제약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국방개혁 2.0의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0년 한 해 동안 성공적인 국방개혁 2.0 추진을 위해
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가운데서도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군 구조 개혁
과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국방에 적용하는 국방운영 개혁이 무엇보다 핵심이었
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미래의 전쟁은 지상·해상·공중뿐만 아니라 우주 및 사이버 공간에서 동시다발적
으로 진행될 것이다. 또한,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유·무인 복합체계 및 자율
무인체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전쟁이 될 것이다. 결국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이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스마트하
고 강한 군대를 조기에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국경통제 및 자국보호 정책으로 인해 주변국과의
잠재적 갈등이 과거와는 다르게 현저히 감소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미
중 간 경쟁이 지속되고 확대되는 상황 하에서 역내 군사활동 증가 등 전략적 경쟁
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주변국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전략적 대응방안
강구 및 신중한 메시지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이제 그동
안의 군사적이고 물리적인 갈등 외에도 코로나 19, 대규모 재해재난, 테러 등 초국
가적이며 비전통적인 위협들이 한국의 안보와 국방이 대응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새로운 안보·국방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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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둘러싼 2021년의 국방환경도 2020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차기
미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 핵정책·전략 변화 및 이와 관련된 비핵화 협상의 불확
실성은 여전히 매우 높으며 주변 4강의 이해관계 대립을 부추길 수 있는 정치·경
제·군사적 잠재요인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안정한 역내
환경 하에서 우리에게 가해지는 전방위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확
고한 국방태세 확립과 내실 있는 군사력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방부는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는 북한의 핵·WMD 위협에 대한 전략적 억제능력을 확보하고, 핵심 군
사능력과 작전대응능력을 구비하는 군구조 개편이다. 둘째는 국가안보실 중심의
사이버안보 콘트롤타워 강화 및 합참 중심의 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작전수행체계
를 정립하여 국방 사이버안보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로 전투력 강화
를 위해 작전·전투 중심의 국방인력구조 재설계, 예비전력 정예화, 전투부대의 간
부증원을 추진하는 것이다. 2021년에는 이러한 과제가 더욱 구체화되고 가시화되
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표] 2020년 북한의 저강도 도발 일지
순번
1
2
3
4
5
순번
6
7
8
9
10
11
12
13

일자
3. 2.
3. 9.
3. 21.
3. 29.
4. 14.
일자
5. 3.
6. 16.
6. 17.
6. 18.
6. 20.
6. 22.
8. 3.
9. 21.

발사위치
원산
선덕
선천
원산
문천
위치
철원
개성
동해안
연평도
전방
임진강
연평도

발사체
한미 분석
KN-25
다종
KN-24
KN-23
KN-19

북한 발표
초대형 방사포
초대형 방사포
선군 ATACMS
신형 대구경 방사포
금성-3(지대함)
사건

고도(약) 및
비행거리(약)
35km, 230km
50km, 200km
50km, 410km
30km, 230km
150km

GP 초소 사격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대남 군사조치 선언
동해안 초소 병력 투입, 북측 GP에 경계병 투입
연평도 부근 북 NLL 부근의 해안포문 개방
대남확성기 설치
황강댐 3회 무단 방류
공무원 피격

* 북한은 당창건 75주년 기념일(2020. 10. 10.) 열병식을 통해 신형 ICBM·SLBM으로 추정되는 전략무기 공개 이후,
제8차 당대회(2021.1.)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80일 전투’ 본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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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1년은 국방개혁 2.0 이후의 장기 군구조 발전을 구상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며, 동시에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시기이다.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고 남
북관계 개선의 기회가 올 경우 군사합의서상에 명시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
동하여 합의서 이행을 점검하고 추가 발전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
다. 따라서 북미 핵협상과 남북관계 진전 여부를 면밀히 살피면서 군사합의 진전
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2020년 한 해 동안에도 미래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 차원의 대비 노력
은 지속되었다. 국방을 위해 요구되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충원하고 질적으로 우
수한 조직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인구규모, 즉 병역대상자원으로서 청
년층인구규모가 대단히 중요하다. 현 정부에서도 범부처 차원의 인구정책 TF를
구성하여 2019년 분야별 추진 기본방향을 발표하는 등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 노
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더욱 낮아진 합계출산율과 기대 수명 증가로 인한 급격
한 고령화의 진전이라는 전망은 매년 진행속도가 오히려 빨라지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의 불안정, 혼인율 저하와 출산율의 감소는 상황을 더욱 악
화시키고 있다.
이미 합계출산율은 2000년대 전후로 2.0명 이하 수준이었으며, 2017년 1.052명,
2018년 0.98명, 2019년에는 더욱 낮아져 0.92명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치는
1970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치이며, 전 세계 198개국 중 198위에 해당된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병력의 구성,
즉 원활한 인적자원의 확보와 유지라는 국방인력정책 목표 차원에서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지속되는 도전 요소이자 지배적 환경요인임이 틀림없다.
아래 <그림>은 20세 남성인구의 변화와 병역자원수급전망을 나타낸 것이다. 20
세 남성인구는 2020년 33만 명 수준에서 2021년 27만 명, 2022~2036년 사이에는
22~25만 명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2037년 후에는 2차 인구절벽으로 인해 20
만 명 수준으로 대폭 하락할 전망이다. 현재 국방부의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0
년 또는 2025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병력을 감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림>에
서 보듯이 감축 규모에도 불구하고 병역자원 급감 속도로 인해 현 인력 및 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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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제도를 유지할 경우 현역자원소요를 충원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어려움이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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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세 남성인구의 변화와 병역자원수급전망

양적인 측면에서 규모 감소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것은 병역대상자원 및 국방인
력의 질적, 구성적 측면의 변화이다. 다문화·귀화자·여성경제활동인구 등 노동
시장 내의 잠재노동인력구조의 변화가 급격하게 진전됨은 물론 이로 인해 새롭고
다양한 노동인력구조가 생성될 전망이다. 2025년에는 다문화 및 귀화자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8~10% 수준에 달할 것이다. 또한,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 증가
로 인해 2010년 49.6% 수준에서 2019년에는 53.5%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여성 경
제활동인구의 증가는 노동시장의 일자리 부족 문제로 향후에는 제한될 수도 있으
나, 일자리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증가 속도는 더욱 빠를 것이다. 반면 4차 산
업기술 기반 산업구조 및 급격한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추진됨에 따라 사회 노동
시장에서의 첨단 분야 민간노동인력 소요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체적
인 인구의 양적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에 더해 첨단 군사 기술 및 전력 운영이라는
방향성 하에 추진되는 군사력 건설과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첨단 분야 군 인력 획
득에는 더욱 불리한 노동시장 환경이 예상된다.
또한, 인구 구성에 있어서 새로운 사회 문화적 가치관을 가지는 세대의 등장과 교
체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아래 <표>는 국내의 세대 구분과 군인 집단에 적용했을
경우의 세대 구분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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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내 세대별 분류 및 군인 집단의 세대 구분
세대구분
출생연도
인구비중
성향

Z
1995년 이후
15.90%
현실주의, 윤리중심

M(밀레니엄)/Y
1980-1994년
21.00%
세계화, 경험주의

X
1965-1979년
24.50%
물질주의, 경쟁사회

베이비붐 세대
1950-1964년
28.90%
전후세대, 이념적

구분
연령

Z세대
18~25세

M/Y세대
26~40세

X세대
41~55세

B세대
56~60세

장교
부사관
병

소위, 중위
하사
일/이/상병, 병장

대위, 소령
중사, 상사 I

중령, 대령
상사 II, 원사

대령

자료 : 통계청, 2019 (김광식 외 2020 국방연구원 연구에서 재인용)

<표>에서 보듯이 사회는 물론 군도 과거와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집단이 주
류가 됨을 알 수 있다. 지난 시기 새로운 인류라고 표현되었던 ‘X세대’가 군의 주
요 실무책임자 집단이 되었으며, 현재는 물론 향후에는 과거 세대보다 더욱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인력이 군 인력의 대부분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군 조
직의 가치, 문화 등은 낡은 것으로 치부되거나, 수용성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사회의 생활 방식은 삶의 질 향상과 추구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군인의 가정과 삶의 방식도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군인의 경우에도 과거 대비 일하는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였다. 군 복
무지속 여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육아 및 가족 문제, 국가에 대한 희생이나 봉사
로서가 아니라 경제적 요구의 증가 등 급격한 삶의 방식과 가치 비중의 변화가 반
영되고 있음이 포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잦은 보직/배치 이
동, 격오지 지역 복무와 같은 전통적 배치 및 복무 방식, 전통적 가치관과 리더십에
기반한 조직 운영 등을 유지할 경우 우수한 인력의 획득은 물론 군 조직 운영에 있
어서 커다란 장애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환경에 대비하여 국방부는 양적으로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
하는 대신 상비 병력을 감축하는 거시적 방향을 설정하고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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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질적으로 우수한 인력의 획득을 위해 인사제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
러한 노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21년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효율적인 국방인력 형성을 위한 인사관리의 혁신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양적 규모의 절대적 제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수한 인력을 획득하고 안
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인사제도의 변화를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기존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소규모의 변화로 사회의 변화, 가치관 및 군 복무생활방식
의 변화 등을 포착해 내는 데 적절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할
것이다. 인사제도는 특성상 안정화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2021
년에는 과감한 변화와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다양한 인사관리
의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방개혁2.0에 의한 2022년 목표연도 병력감축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나, 목
표연도를 넘어서는 안정적인 인력구조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인력구조의
정비 및 인력운영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우리 군은 그동안 국방개혁을 추진하면
서 군인, 군무원, 민간근로자의 규모와 역할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왔다. 국방개혁
2.0을 통하여 국방인력구조 개편이 완료되는 2022년에는 우리 군 병력구조의 상당
한 변화가 예상된다. 2021년은 국방개혁 2.0을 완성하기 위한 마무리 단계로서 성
공적인 인력구조개편을 위해서는 2021년에 추진력 있는 정책 시행과 중기기간 동
안의 합리적인 실행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변화하는 복무 및 병영 환경에 대응하여 새로운 군의 가치관 및 의식 등을
포함한 정신전력 발전이 요구된다. 그간 군은 유형전력으로서 무기체계 등의 발전
과 도입을 중심으로 전력 발전을 추진하여 왔다. 반면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세대
간 교차 등 다양한 변화를 포착한 정신적 측면의 전력에 대한 강조와 발전이 부족
했다는 평가가 있다. 기존의 안보관·국가관 중심의 정신전력이 변화하는 세대의
가치관과 군의 운영에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군의 세
대별 인력분포와 변화를 고려 시 새로운 정신전력의 발전과 정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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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원관리 분야의 경우 2020년에 이어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부각될 것으로 예
상된다. 2021년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하 확대재정의 여파로, 국방예산은
예년 대비 정부재정 증가율에 상당 수준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선
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국방예
산 중점에서 보듯이 국내 방산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부각될 것이다. 해외구매
보다는 국내 연구개발, 양산을 확대함과 동시에 핵심기술 확보 및 부품 국산화에
필요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국내개발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군수측면에서
는 현존 전력의 기능 발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군수지원을 통해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에 기여하고자 할 것이다. 특히 첨단무기체계 운영과 관련한 장비유
지비 증액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을 통해
국방운영을 첨단화·효율화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 될 전망이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국방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치·사회적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경제성장 둔화, 국제교역 축소 등에 따라 현재 수준의 국방예
산 증가율 유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질서 불안정, 강대국 이해충돌, 군의
비군사적 역할 증대 등 환경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향후 국
방예산에 미칠 영향을 식별하고 종합적인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과관리체계 변화에 따른 국방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집행의 효
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등 불확실
성하에서의 재원 배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이고,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현 트럼
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한미방위비분담 협상은 협상조건 등의 변화를 예
상해 볼 수 있다. 방위비분담금은 과거 비교적 완만한 증가추세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협상에서는 급격한 증가가 진행됨에 따라 국방예산 편성 및 집행 전반에 걸
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또한, 한·미 간 잦은 협상 지연으로 예산 편성
시점에 합의액 규모가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국방예산 편성 및 집행 전반에 직·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획득방산 분야의 경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국방연구개발 추진이 더욱 강조될 것
이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국방개혁 2.0에서 강조한 국방 R&D 기획 및
수행 체계 개선, 국가연구개발 역량의 국방 분야 활용 증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2021 국방정책 환경 전망 및 과제

하고 있다. 특히, 2021년도에는 도전, 혁신, 개방, 협업 등을 강조하는「국방과학기
술혁신 촉진법」(법률 제17163호, 2020. 3. 31., 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또한, 2020년도에 신설된 신속시범획득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제도의 성
공적인 정착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다. 그리고 2020년도 6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에서 업체 주관으로 전환하도록 결정된 4건의 국방연구
개발사업이 새로운 계획에 따라 추진될 것이다. 2020년도가 법률, 제도, 사업 등의
측면에서 그 방향성이 결정된 해라고 한다면, 2021년에는 그 방향을 실제로 구현하
고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기타 전략물자의 대외 의존도 감소 등
대처방안, 방위산업체의 일자리 창출 등의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수 분야의 경우 무기체계의 첨단화, 군수인력 감축, 국민의 눈높이 증가 등의 도
전요소에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책 의지 측면에서는 장비가동
률, 긴요탄약 확보 등 전쟁지속능력의 확충이 강조되는 가운데 첨단장비 전력화에
따른 장비유지비 및 해외 정비비 지속 증가에 대한 관심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첨단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무기체계 도입 이후 부품단종에 적시적인 대응
을 위한 성능개량, 운영유지를 위한 정비 등의 조치에 대한 논의도 관심사항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미국-중국 무역 마찰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장비 및 소재,
부품 공급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부품관리는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군 전력의 첨단화를 위해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 기술도입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군수 분야에서도 진화적으로 발전하는 지능형 전력의 특성을 반영한 대응
방안 모색이 전망된다. 군수혁신 중점을 4차 산업혁명기술 도입 및 활용에 두고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과제 발굴 및 구체화 노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 민간기술과 시스템 도입을 통한 군수지원 및 운영의 효율성 향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신기술의 통합과 이를 위한 민군
협력 이슈들을 예상해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적용한 국방지능화
혁신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2020년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의
일부 전력화 이후 이의 고도화와 함께 관련 정보, 데이터 등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
한 정책, 제도개선 등의 추진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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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방정책 과제
1. 미 신행정부 하 한미 현안 및 동맹의 체계적 접근과 발전
2020년 11월 3일 치러진 미 대선으로 신행정부가 출범되면 우리는 한미동맹과 관
련된 기존 현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동맹을 진일보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20년 한 해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공세적 대중정책이 크게 강화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교착국면이 지속되고
대중 견제 전선에 대한 참여 압박이 가중되는 등 일부 사안에서 잠재적 갈등이 표
면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2020년 미 대선 결과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이 예상되나 대선 후에도 미국 내 혼란
은 지속되는 양상이다. 2021년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가 순조롭게 출범한다 해도
코로나 19로 인한 충격과 분열된 미국 내 상황을 수습해야 하는 어려운 과업이 불
가피한 상황이다.79 바이든 행정부가 주요 장관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진
용을 갖추는 데는 빨라도 2021년 중반까지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를 비판하고 특히 동맹에 대한 신뢰
상실과 미국의 리더십 약화를 비판해 왔으며 이를 회복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
를 천명해 왔다.80 따라서 일차적으로 동맹을 배려하고 충분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각종 현안을 해소해 나갈 것이 예상된다. 또한, 향후 동맹과 관련된 변화를 추구
한다 해도 급격한 변화보다는 단계적이고 점진적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 전망되어
한미동맹 관계는 상당히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미 신행정부 하에서도 공세적 대중정책이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동맹 및 파
트너 국가들과 협력되고 조율된 다자적 방식의 대응이 예고되어 있어 한미동맹에
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미중 간에 일부 사안에서 갈등이 고조될
경우 이와 같은 재편이 가속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대비한 선제적
79 Ishaan Tharoor, “Trumpism is here to stay,” the Washington Post, 2020. 11.5.
80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외정책에 대한 인식은 다음의 기고문에 잘 요약되어 있다. Joe Biden, “Why America Must
Lead Again: Rescuing U.S. Foreign Policy After Trump,” Foreign Affairs, March/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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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다수의 전문가가 예상하는 바와 같이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공세적 대중정책
이 지속되고 미중관계 악화가 계속될 경우81 미국과 중국 사이의 선택 압박이 가중
될 것이며 미국은 한미동맹을 대중 견제 지역동맹으로 변모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
한 노력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추진되었던 ‘쿼드 플러스
(Quad +)’나 이와 유사한 중국을 겨냥한 지역협력체가 구체화되고 추진될 가능성
이 크다.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커 한일관계와 관
련된 한미 양국 간 잠재적 갈등 요인도 존재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동맹 및 주둔 미군 태세를 중국의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 및 기정사실화(fait accompli) 전략에 대응하는 방
향으로 변모시켜 나가기 위한 기획과 준비를 진행해 왔다.82 일정한 변화는 있겠으
나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83
한편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국면이 지속될 경우84 전략도발
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
을 위해 연합연습의 정상화 및 확대, 추가 등을 시도하고 무기체계의 현대화, 미사
일 방어 강화 등도 강력히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높게 설정하고 한미 양국 군 당국이 설정해 온 조건을 철저히 충족
시킬 것을 요구할 경우 잠재적 마찰 요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한국은 무엇보다 먼저 미국의 동맹 패러다임이 변경되었다
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새로운 전략에 맞게 접근법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즉 트
럼프식의 단기 현안 대응을 위한 협상 위주의 접근법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익
81 최강, “바이든이 되더라도 우리 안보는 위태롭다,” 아산정책연구원, 2020. 10. 6. ; 이상현, “공화당·민주당 대선 정
강으로 본 미국 외교정책 전망: 트럼피즘 2.0대 리셋 2.0,”『정세와 정책(세종연구소)』No. 331, 2020. 10. ; Sophie
Richardson, “Biden Must Stand up to China on Human Rights,” Foreign Affairs, 2020. 11. 27.
82 Army War College, Strategic Studies Institute(SSI) An Army Transformed: USINDOPACOM Hypercompetition
and US Army Theater Design, 2020. 7.
83 Michele Flournoy, “How to Prevent a War in Asia, The Erosion of American Deterrence Raises the Risk of Chinese
Miscalculation,” Foreign Affairs, 2020. 6. 18.
84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내세우면서 실무협상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 확인과 철저
한 검증절차 설정을 추진할 것이 예상된다. 정성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2020. 11. 24, p. 4. 미국이 이와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경우 북미관계는 협상의 진전없이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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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에 대한 강조와 체계적 전략 수립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
와 민주당은 대중전략을 포함하여 미국의 동맹전략을 향후 10년에서 20년을 내다
보며 새롭게 수립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과정에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국익
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과 군 사이에 잘 형성된 관계를 통해 원활
한 소통을 이어가면서 새로 보임될 인사들과 한미동맹의 촘촘한 대화 채널을 조기
에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양국의 국익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는 창조적
인 방안들을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미국이 공세적 대중정책을 추진하는 과
정에서 잠재적 충돌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들에 대해 가급적 양국 국익이
합치하는 방안을 창출해 나가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초기 6개월에서 1년간 동맹관계 복원, 미국에 대한 신뢰 회복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상징적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동맹
현안의 해결뿐만 아니라 한미 간 잠재적 불일치가 예상되는 정책들을 우리에게 유
리한 방향으로 조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즉 바이든 행정부
가 ‘트럼프 지우기(All But Trump, ABT)’에 나서며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할 ‘바
이든 모먼트(Biden Moment)’ 기간을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할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 대중정책에 기본적으로 지지하면서도 그 즉흥성과 비체
계성, 미국 단독으로 집행되었던 점을 비판했던 민주당과 바이든 캠프는 보다 체
계적인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면서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사안도 적극적으로 모색
할 것으로 예상된다.85 한국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도록
하면서 한미동맹은 동북아에서 중국을 자극하기보다 전략적 안정성을 확고히 하
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 내 주둔미군 재편 등이 추진될 것이 예상
되나 그 속도는 완만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주둔미군을 단순히 군사전
85 바이든 행정부 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설리반(Jake Sullivan)의 2019년 기고문은 민주당의 이러한 접근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Kurt Campbell and Jake Sullivan, “Competition Without Catastrophe: How America Can Both
Challenge and Coexist With China,”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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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실행의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역내 잠재적 적과 동맹에 대해 미국
의 동맹 공약 실행 의지를 표현하는 ‘정치적 상징’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변화가 추진된다고 할지라도 한미 양국의 국익이 합치하고 전략적 안정성
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의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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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비핵화 협상 전망과 여건의 조성
북한 비핵화 협상은 2018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었고, 이어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선
언이 발표되었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
에 합의했고, 미국은 싱가포르 선언을 통해 남북 공동의 목표를 지원한다는 의지
를 보여주면서 연쇄 회담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9월 두 번째 남북 정상회
담이 개최되면서 남북 군사 당국은 판문점 선언에 기반해서 남북 간 신뢰를 구축
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진행과 남북 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군비통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선순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도였다.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협상은 결
렬되었다. 무엇을 비핵화할 것인지, 어떻게 비핵화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
인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로 북한 비핵화 협상은 교착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도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와 유예 입장을 견지하고, 북한은 핵·대륙간탄도
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을 준수하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저강도 도발을 지속했다. 특히 2019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6
번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과 같은 저강도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다
시 한번 불안정해졌다. 2020년 6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일방적 폭파, 9월 연평
도 인근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 등으로 한반도의 정치적 긴장도 다시 높아지게 되
었다.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개설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는 사실 만으
로 남북 정상회담의 정신을 훼손하기에 충분했으며,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은 군
사분야 합의서의 정신을 위배한 행위였다.
2019년 이후 북한 비핵화가 추진력 있게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 19 사
태까지 장기화되면서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이해당사국들의 대외정책에 큰 변화
가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북한은 코로나 19 감염자가 없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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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국경을 통한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의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코로나 19 사태의 신속한 수습과 경제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은 정책의 차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
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10월의 이변(October surprise)’과 같은 돌파구를 기대하기
도 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당시)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여러 여건
들이 조성되지 못하면서 추가 협상의 가능성이 닫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신행정부 등장은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협
상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2020년을 돌아보면 코로나 19 사태
의 장기화로 인해서 정상회담은 물론 실무회담과 같은 정상적인 외교가 어려운 환
경이었다. 2020년 7월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서 북미 정상의 좋은 관계를 언급
하면서 조건이 갖춰지면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등 북미 간 대
화를 통한 초기단계의 신뢰는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변화와 지속이 교차되는 공
간에서 2021년의 비핵화 협상이 전개될 수 있으며, 특히 미 신행정부의 대북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 신행정부가 이전의 북미협상과 대북정책에 대한 정책 검토가 끝날 때까지 시일
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북한 비핵화 협상 전망은 긍정적인 시나리오와 부
정적인 시나리오로 구분된다.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미 신행정부하에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기 연합뉴스 기고문을 통해서 “원칙에 입각한
외교에 관여하고 비핵화한 북한과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다”라
고 언급했었다.86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관여’를 통해 대북정책을 실행할 것
임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게다가 비핵화와 남
북관계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관계 개선을 하나
의 연계된 과정으로 동시에 추진할 개연성이 높다. 클린턴 시기 베트남과 관계 정
상화를 이루었고, 오바마 시기 쿠바와 국교를 정상화했듯이 바이든 시기에도 새로
운 시도가 가능하다.

86 “한국은 강력한 동맹...바이든 미 대선후보 연합뉴스 기고문,“『연합뉴스』(2020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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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북미 간 교착이 지속되면서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감행
할 가능성이다. 2020년 9월 IAEA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핵시설의 일부를 계속
가동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도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실험용 경수로 건설 등 핵 프로그램
을 지속하고 있다는 동향을 제시하고 있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은 핵개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도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정상회담을 통해 일괄타
결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감한 방식보다는 실무협상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의제를
조율하고 단계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접근법을 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 능력의 고도화를 방지할 수 있는 엄격한 방식의 협상을 추진할 것이다.
원칙에 입각한 외교는 이러한 협상의 기조로서 작용할 것이며, 대화를 통해서 성과
를 창출하는 점진적인 과정을 반복하고자 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에게 비핵화의
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한 단계별 또는 사안별 조치를 요구할 것이며 그러
한 요구가 받아들여졌을 때 상응하는 보상이나 대가를 지불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철저한 검증 과정을 북한이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만약
북한이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고강도 도발을 통해서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고자 한다면 북한 비핵화 협상은 장기간 교착 국면에 빠져들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시나리오에 기반해서 우리는 북미 간 지속가능한 협상이 가능하
도록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 비핵화
라는 최종적인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미국
이 점진적이며 엄격한 방식으로 북한의 핵 능력을 줄여나가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
고자 한다면 그러한 정책의 최종적인 목표가 북한 비핵화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한미 양국이 공통의 목표하에 정책을 조율하고 협의해 나가는 게 중요
하다. 만약 북미 간에 잠정적인 합의(interim agreement)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북미협상이 교착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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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은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안
정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가 될 수 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군사분야 합의서
에 제시된 군사적 신뢰구축 및 운용적 군비통제 조치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
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동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유엔사의 3자 협의체 회의를 추
진하여 DMZ 평화지대화 등을 의제로 대화를 촉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2018년 10
월 남-북-유엔사의 3자 협의체를 통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논의를 끌
어낸 경험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군사분야의 제도화를 통해 외교적 방
식으로 북한과 협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 신행정부가 안보군사 분야의 인사를 확정하고 대북정책의 방향성이 확정
될 때까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북한과의 접촉선을 유지하면서 북미 양국 간 오인의 소지를 낮추도록 역할을 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외교적 출구
를 찾으려 한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북미협상의 재개를 견인하는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2021년 전반기에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명분으로 도발을 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나 시기를 적절하게 조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는 미 신행정부하에 북미협상이 전개될 시나리
오를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는 여
건을 마련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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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 핵 및 전방위 위협 대비 군사력 발전
우리 군은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 및 대응하기 위해 한
미 연합 및 독자적인 능력과 태세를 강화해왔다. 향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이 완료될 때까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핵·대량살상무
기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과 태세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군의 독
자적인 억제·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전력을 조기에 구축하고 있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다양한 국지 도발 및 전면전 도발에 대
응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위기관리를 위해 조기 경보태세 확립, 위
기관리체계 발전, 접적 지·해·공역에서의 침투·도발 대비태세를 견지하고 있으
며, 북한의 전면전 도발에 대비하여 전시계획 발전,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 극대
화 등 군사대비태세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전쟁지속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전
력과 장비·물자를 획득·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이버·테러, 바이러스 등 초
국가적이며 비전통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공역·공해 침투 등 전방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국방개혁 2.0 중심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도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핵·미사
일 능력 고도화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의 핵확산 방지 장벽도 점차 그 역할이 모호해짐에 따
라 여전히 북한의 핵 위협은 우리에게 가장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북한
은 전반기에만 5차례 이상 다양한 초대형 방사포 및 지대함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하였고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에서 자위적 정당방위를 위한 전쟁억제력의 확
보를 강조하면서 신형 ICBM과 SLBM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
협에 대비하여 우리 군은 독자적 핵·WMD 대응체계를 핵심전력소요에 대한 우선
순위 판단을 기준으로 조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엄중했으며 주변국의 직접적인 군사위협은 코
로나 19로 인한 특수상황으로 인해 지난해에 비해 뚜렷한 시도를 감지하기는 어려
웠으나 여전히 북한의 국지적인 위협은 GP초소 사격, 연락사무소 폭파, 대남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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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설치 및 댐 무단 방류 등의 형태로 지속되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우
리 군은 북한의 전방위 위협과 함께 주변국으로부터의 다양한 군사적, 비군사적
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국가이
익을 수호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군사력 건설과 발전을 위해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군이 추진했던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군은 북한의 핵·WMD 위협에 대응하는 억제능력 확보를 위
해 한국군의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과 전략 표적 타격능력을 향상시켰다. 둘째, 군
은 상비 병력을 감축하지만, 전투력은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현행 작전부대는
인력을 보강하고 전투부대는 간부를 증원하면서 행정부대에는 민간 인력을 증원
하는 방식으로 전투부대의 인력을 보강하였다. 셋째, 군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를 위해 합참 중심의 사이버 작전수행체계를 유지하였다.
2020년의 군사력 발전을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노력
은 2021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굳이 염두에 둘 점들이 있
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국방자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모든 위협
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한꺼번에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협의 우선순위
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한다.
병력과 부대구조의 개편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병력 및 부대구조 개
편 이전에 군사전략 및 합동작전수행개념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 군사전략은
다양한 전방위 위협에 대해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다뤄야 하며, 이에 맞춰 합동작
전수행개념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병력 및 부대구조를 개편해야 하는 것이다. 사
이버 안보능력 강화에서 아쉬운 것은 여전히 북한과의 공식적인 문서상 사이버 도
발 방지에 관한 내용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향후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면
이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안을 고려하면 2021년도 군사력 발전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첫째는 선택과 집중이다. 2020년 국방정책은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사
안으로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과 위협, 초국가·비군사적
위협 등을 지정했다. 또한, 전작권 전환 대비 핵심군사능력의 확보도 필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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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 하지만 정부 예산을 고려하면 이 모든 사안을 동일한 우선순위로 동시
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필
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선택과 집중의 우선적 대상은 현재로서 당면한 현존 위협에 맞출 필요가 있다. 남
북 사이에는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가 존재하
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은 지지부진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실존하는 상황
이 지속되고 있다. 향후 비핵화 협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군사적 억제력을 견실하게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 안정과 지역 안보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는 명확한 군사전략의 제시이다. 2020년 국방정책은 우리에게 가해지는 주변
국 위협을 포함한 다양한 위협을 다룬 군사전략적 접근이 명확하지 않았다.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하고 싸울 것인지를 다룬 군사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군사비밀
로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방향과 전략이 제시되지
못할 경우 일관된 정책추진 및 노력의 결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국방
부가 “병력 중심에서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념적인 방향 제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군사전략적
접근은 주변 강대국의 잠재적 위협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전략목표가 무엇인지 판
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군사
전략적 접근은 제한된 국방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하다.
셋째는 사이버공간의 위협에 대한 대비책의 보완 및 발전이다. 국가 사이버 전략은
악의를 가진 적의 사이버 활동을 국가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여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파트너가 원활히 협력해야 한다. 민간 부분의 사이버 능력
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에게 기회이며 장점이다. 현재 북한이 한국을 상대
로 정치심리전과 사이버 테러를 수행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
나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우리의 전략과 작전수행체계는 아직 미흡
한 실정이라서 사이버 공간에서 위협에 대처하는 능력 강화와 이를 위한 정책 개발
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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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는 우주력의 발전이다. 최근 우주공간에서의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우주작전
의 군사적 중요성이 공감대를 얻으면서 전방위 위협에 대하여 우주로부터의 지원
이 있어야 전장인식, 지휘통제, 전력운용, 방호, 작전지속 등 전장기능을 보장하고
全 영역에서 우세가 가능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우주자산의 중요성 부
상으로 인해 미래의 모든 분쟁은 우주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우주
군사 역량의 신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군사력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다. 2021년 국방비는 약 53
조 원으로서 약 6% 정도 전년 대비 증가를 하였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만 기복 없이 군사력 건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과거 국방개혁
2020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예상 국방비 증가율(9%)에 비해서 실질 국방비
증가율(2%)이 차이가 나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을 빚었다. 이러한 시행착오
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뚜렷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 군은 국민에게 군사력 건설이 필요한 이유와 목표를 효과적으로 전
달하기 위해서 전략적 의사소통(SC)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우리 앞에 놓인 북
한 핵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이 과장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며 실체적인 현실임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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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지향적 국방개혁 추진
2017년 하반기에 시작된 국방개혁 2.0은 2018년 7월 기본계획 발표 이후, 국방 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현 정부 임기 내 대부분 과제가 완료될 것
이다. 특히 현재 한국군의 능력 중 부족한 부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국방개혁
2.0 추진 간 전반적으로 큰 진전을 보였으며, 국방에 대한 더 큰 책임을 지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국방개혁의 연속성을 고
려할 때, 불확실한 역내 안보상황에 대비하며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전쟁개념의
변화추세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부족능력의 보완 수준을 넘는 계획이 필요하다. 또
한, 국방예산 제한 가능성 및 국가적 인구절벽 도래 등,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열
악한 환경이 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과학기술의 확대 적용과 기존 계획의 조정 등
을 포함한 미래지향적 국방개혁이 준비되어야 한다.
국방개혁 2.0은 현 정부 임기 말인 2022년을 한시적 목표로 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변화를 위한 우리 군의 자발적 노력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현대전의 특징은 병
력이나 부대 숫자에 의존하지 않는다. 감시·정찰능력, 최첨단 무기체계 등 과학
기술의 적용이 작전개념의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국방개
혁 2.0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육군 구조의 변화 모습이다. 육군의 경우, 1,
3군 사령부가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되었고, 8개 군단, 39개 사단에서 2025년까
지 6개 군단, 33개 사단으로 변화될 예정이다. 상비사단 3개는 이미 해체되어 상
비병력 3만여 명이 감축되었으며, 2022년까지 2개 군단과 4개 사단이 해체되면 7
만 9,000명이 추가로 감축될 것이다. 동시에 드론봇 전투체계, 워리어 플랫폼 도입
등 규모 중심의 특성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경주 중이다. 공군은 미래비전인 퀀
텀 5.0을 발표하는 등 전략자산의 확보와 전구작전의 핵심역할을 주도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해군은 핵잠수함과 경항공모함 도입을 통해, 향후 북한의 핵 및 재래
식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
이 일관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은 연합전력에 대한 한국의 C4(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 Computer) 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결여에 있다. 향후 한국군이
미군의 작전 템포를 지휘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부분이 강화되어야 한다. 연
합작전의 주도적 수행능력의 확보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도 동시에 영향을 미
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주제들이 국방개혁의 속도와 정도에 영향을 주는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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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안보 상황은 국방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기존
계획의 조정과 새로운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
쟁 심화에 따라 역내 동맹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 비핵
화 과정 및 체제 불안정 등 한반도 안보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병력자원의 부족과 국방예산 제한의 심화가 현실화된다면 업
그레이드된 국방개혁에 대한 군 내·외부의 공감대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 물론 국
방개혁 2.0 이후를 성급하게 판단하여 무언가를 계획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그
러나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는다면 국방개혁의 연속성은 흔들릴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먼저 국방개혁 2.0의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국방여
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조절해야 한다. 국방개혁 2.0의 효과를 판단하고 새로운 계
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나, 무엇보다 국방개혁 2.0에 대
한 정확하고 냉정한 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기술적 측면의 평가와는 달
리 국방개혁의 전반적 평가는 보다 주관적인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각 분야 전문
가들과 군 관계자들의 평가 참여를 통해 방향성의 조정이 필요하고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미국 등 선진국의 군사력을 기준으로 한국군을 평가
하는 경향은 경계해야 한다.
기존 계획의 객관적 평가와 함께 미래지향적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군의 전략과 기본적인 전쟁수행개념을 미래에 맞게 정립시키는 일이
며, 이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인 한국군 구조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
는 것이다. 국방개혁 2020과는 다르게 국방개혁 2.0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주
변국의 잠재적 위협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논의를 포함하
고 있다는 데 있다. 당면한 현존 위협의 대응과 준비는 확고히 유지하되, 미래지향
적 국방개혁의 시선은 한반도를 넘어, 보다 확장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전
쟁수행개념 수립과 함께 현 국방개혁 2.0을 통한 사이버 및 우주능력 강화 노력 등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주변국의 위협에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과제들을 점진
적으로 확장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물론 새로운 군사전략이나 군 구조 혹
은 최첨단 무기체계 보유 등 국방 분야의 극적인 전환이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하지만 미래의 국방을 준비하며 전쟁수행개념의 변화를

73

74

A Forecast for 2021
Security Environment & Policy Suggestions for National Defense

고려하는 것은, 한 번쯤은 겪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안보상황을 면밀하게 평가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전문가 토의를 통해 미래지향적
국방개혁의 지향점을 식별하고 수렴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1년, 미래지향적 국방개혁을 위해 추진을 고려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첫째, 미래지향적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시급하게 수행되어야 할 일은 국방개혁
2.0 이후에 적용할 수 있는 미래전쟁개념을 정착(Conceptualization)시키는 것이
다. 미래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군의 모습은 각 군이나 관련
기관들이 다를 수 없다. 군을 포함한 모든 조직에서 미래에 다른 형태의 전쟁양상
과 전쟁수행개념을 상정하고 있다면 각 군의 역할과 임무를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
게 되고, 이는 한국군이 미래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되는 결과
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군 내·외 전문가 그룹에 의해 수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망치를 근거로 각 군을 포함하여 모든 국방 관련 기관들이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한국군 주도의 군사전략과 미래 한국군 전쟁수행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새로운 전략과 전쟁개념의 정립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과학기술 기반의 군
구조변화를 위해 현 계획의 조정작업(Trimming)이 요구된다. 그럴듯한 군 구조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기술의 발전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적정 효과
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전쟁개념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적용은 미래 육군의 적정
규모뿐 아니라 해·공군의 부대구조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적용 가능한
기술을 식별하고 구체화하여 미래 전쟁수행개념과 군 구조에 적용해야 한다. 현시
점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원하는 미래에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조절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의 여백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현
국방개혁 2.0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 구조변화의 조정작업은 연속성을 고려하여 진
행하되, 새로운 계획에 따라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셋째, 시기와 관계없이 현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국방 제 분야의 더욱 과감한
구조조정(Re-structuring) 노력이 필요하다. 국방여건의 제약 심화는 국방 제 분야
에서 더 이상 원하는 자원을 얻지 못함을 의미한다. 사회와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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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사한 기능의 조직들은 과감히 통폐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이 필
요하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각 군이나 조직이 전통적으로 유지하고 있던 고유
의 신념이나 개념들과의 작별도 고려해 봐야 할 시점이 되었다. 국방 제 분야의 구
조조정은 매우 뼈아프고 힘든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래개념에 맞는 구조화
를 통해 비효율적인 과거와 분리하려는 노력은 미래지향적 국방개혁의 핵심이 될
것이며, 2021년이 이러한 노력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만일 국방 분야 스스로의
구조조정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외부에서 국방 구조조정 계획이 시작될 수도 있
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방개혁은 시대적 사명이며 변함없는 국민의 명령이다. 그러나 맹목적인 변화에
집착하기보다는 냉정한 평가와 변화하는 안보상황을 반영하여 끊임없는 조정작
업과 새로운 개념의 도입을 통해 미래지향적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
지막으로 미래에는 동맹의 미래모습을 국방개혁에 투사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진
지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 한국과 미국의 국익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얽혀 있다.
국방개혁은 미시적으로 보면 한국의 국방정책 과제이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공동
의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지력과 방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이
다. 그러므로 미래지향적 국방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계획에는 동맹의 의견을
청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동맹과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미래 동북아 지역
에서 동맹의 전략까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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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작권 전환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이하 “연합사”)가
창설된 이래,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은 미군 장성인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었
다가, 1994년 전략지시 2호에 따라 정전 시 작전통제권은 합참의장으로 전환되었
다. 전시 작전통제권 (이하 “전작권”) 전환도 1995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당초 합
의하였으나,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현실화함에 따라 한반도 안보환경이 불안정해
졌다는 이유로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논의가 다
시 시작되어 2012년에 완료할 것으로 예정하였다가, 이명박 정부 때 재논의를 거
쳐 2015년으로 완료시점을 재차 연기하였다.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는 전작권 전
환을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초하여 완료하도록 합의함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점
에 대한 예단은 무의미해졌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전작권 전환 조
기 완료를 국정목표 중의 하나로 제시하였고,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2019년 하반기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운용능력
(IOC) 검증을 완료하였고,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2020년 하반기에 완료할 예
정이었다. 2020년 초까지만 해도 2021년도에 완전임무능력(FMC) 검증을 마치고
2022년 상반기,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는 것이 불가
능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연합연습 및 훈련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었다. 현재 연합
사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을 판단하는 개념은 대규모의 한미 연합연습을 불가피하
게 요구하고 있는데, 2020년에 수행한 완전운용능력 검증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제한적이었고 성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2020년 12월 초 현재 국내 코로
나 바이러스 일일 확진자는 전국 기준 1,000명을 넘어서기도 하는 등 방역상황이
심각한 실정이다. 20년이 넘도록 전작권 전환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장애물까지 고려한다면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전망이
나 기대는 불투명하기만 하다.
현재 우리 군이 충족해야 하는 전작권 전환 조건은 첫째,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둘째,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셋째, 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 등 세 가지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우리 군이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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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고민하는 것은 쟁점사항이 아닐 것이다. 처음 두 개의 조건은 전력체계 획
득 측면을 고려하여 우리 군이 군사력 건설 차원의 자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고, 현재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통제가능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
째 조건은 우리 군 또는 나아가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거나 주도하기 어
려운 국제적 안보환경에 관한 사항이므로 애초에 통제하기 어렵다. 이처럼 통제불
가능한 요소나, 우리 군과 정부가 의도하여 통제가능한 변수는 쟁점이라 보기는
어렵다.
진정한 쟁점은 불확실성, 특히 한미 양국의 의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
사전에 선명한 입장을 취하기 어려운 지점에서 존재한다. 바로 지휘통제 이슈이다.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성격이 강한 의제이나, 군사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지휘통제
측면이 가장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 조건들이 전력체계 획득과 안
보환경 측면에서 명시되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휘통제 관점에서의 쟁점들은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지휘통제 관점에서
전작권 전환을 대비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동반한 다양한 쟁점들이 많아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주노력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전작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한미 연합방위체제
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
리 군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우리 군 대장이 전시 한반도에 전개되
는 모든 아군 전력에 대해 작전통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마도 전작
권 전환에 대해 기대와 지지를 보내는 국민들 또한 이러한 그림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우선, 전작권 전환 이후 우리 군 예하부대에 대하여 우리 군이 작전통제를
시행할 것임은 자명하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미군 예하부대를 작
전통제할 수 있을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현재의 작전계획에 따르면 한미 연합
군의 지휘통제는 연합사령관 아래 일원화되어 있다. 이는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주
일미군 및 동북아 외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가 일시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되는 부대
또한 마찬가지이다. 전시 미군의 증원전력은 주한미군사 예하로 작전통제가 일시
적으로 전환되며, 주한미군사는 전시 연합사가 작전통제하기 때문에 연합사령관
아래 한반도에 전개된 연합전력에 대한 지휘통제 일원화가 가능한 것이다. 무엇보
다 주한미군사령관과 연합사령관이 현재 동일인물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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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대장인 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과 긴밀히 협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주한미군사 예하 전력 그리고 추가적인 미군 증원전력에 대해
작전통제가 가능한 지휘체제가 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미군과 구체적으로 조
율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한반도 내 전개되는 미군 전력에 대한 작전통제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
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자국 우선주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시키고 전개할 모든 미군 전력을 우리 군이 작전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반도의 지
정학적 특성을 고려한 잠재위협국에 대한 대응 측면도 있다. 미국의 RAND 연구소
에서는 전시 한반도에 제3국이 개입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전작
권을 갖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고문을 최근에 발간하기도 했다. 따라
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우리 군은 한반도 내 연합전력에 대해 전면적인 작전통
제권을 갖지 못하고 우리 군을 포함한 일부 미군 전력에 대해 제한적인 작전통제
권을 가지게 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이 경우,
우리 군과 미군과의 지휘관계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가 핵심인데, 주일미군
과 같이 전면적으로 이원화된 지휘체제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작전통제 가
능한 미군 전력을 식별하고 제한적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것인지 판단이 필요
하다. 일부 전문가는 해, 공군 등 첨단전력에 대해서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군
의 작전통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경우 연합사
예하 지휘체제 밖에 있는 구성군사를 별도로 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지휘체계
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주한미군과 별개로 유엔사와 우리 군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한반도
내 전작권을 우리 군이 가지게 되면, 연합사와 유엔사 간의 상호작용은 이전과 다
른 수준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이는 전작권을 가진 연합사령관이 혼자서 주한미
군사령관, 유엔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는 현재는 쟁점이 아닐 수 있으나, 연합사령
관과 유엔사령관이 서로 다른 사람이 되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진
다. 유엔사는 평시에는 정전협정 관리에 중점을 두고, 전시에는 지원국의 전력관
리를 주도할 것이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 연합전력을 운용하는 연합사령관과
전시 지원국의 전력들을 지원해야 하는 유엔사령관의 협조관계는 지금과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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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 될 정도로 민감해진다. 한측 연합사령관은 전구작계 상 작전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전시 지원국의 전력을 활용하고자 할 것이나, 유엔사령관이 이를 어느 정
도까지 지원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한반도
내의 전구작계를 시행할 한측 연합사령관과 동시에 동일한 지역에서 별도의 작전
적 방향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미측 유엔사령관과의 협조 관계 또한 지휘통제
관점에서의 전작권 전환 대비의 중요한 의제이다. 또한, 유엔사는 전시에 비전투원
후송작전(이하 “NEO”)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들어 NEO 과업들을 주한
미군사에서 유엔사로 이관하려는 미군의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 이러한 전망을 뒷
받침한다. 유엔사의 NEO 과업 수행은, 전시에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군의 입장을 고려하여 조율과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군의 추진중점은, 조기 완수가 아니라 한반도
에 주둔하고 전개될 전력에 대한 온전한 통제권을 우리 군이 갖는 것에 두어야 한
다. 전작권 전환의 시기에 대한 전망이나 조기 완수 노력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
미를 가질 것이나, 군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전작권 전환 이후 한반도에 주둔하
고 전개될 전력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노력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나, 현재 국
방여건 상 군은 군사 측면에서만 한정된 노력을 경주할 수밖에 없다. 전시에 예하
부대들을 작전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권한과 범위를 문서화한 근거 중의 하나는
전구작계라고 불리는 합참-연합사-유엔사-주한미군사 작전계획이다. 이를 전구작
계라고 부르는 이유는 한반도 전구를 대상으로 한 전면전 시의 작전계획이기 때문
이다. 우리 군은 전구작계 상에서 미군의 역할을 확대해나가고, 투입전력 규모와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나감으로써 한반도 내 주둔하고 전개될 미군 전력
에 대한 통제권의 근거를 공고히 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전구를 대상으로 한 작
전기획 문서들 가운데 주한미군사나 유엔사가 관여하는 영역에 대하여, 우리 군의
의도와 권한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한미 연합방위체
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근거를 쌓아 나가야 한다.
2021년 미국의 신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한미 연합방위체제에 중요한 변화를 가
져오게 될 것이다. 현 트럼프 정부는 한미동맹에 있어 경제적 손익에 초점을 두고
이해타산을 따지려 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방위비를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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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요구하거나, 주한미군의 축소 또는 철군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언급해왔
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무리한 방위비 요구나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하
기보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정책기조를 제시
해왔으며, 이는 우리 군에게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미중 경쟁의 심화를
전제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전작권 전환이라는 의제에 있어
서 미국 신행정부의 입장이 우리 정부의 추진 방향과 대립할 개연성은 낮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미국 신행정부가 실익에 기반한 합리적인 외교관계를 추구한다면,
전작권 전환 시 미군 전력에 대한 작전통제권까지 우리 군에게 전적으로 이양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은 미국이 전작권 전환 이후에
연합사의 영향 아래에 있는 주한미군사보다 유엔사의 역할을 확대할 가능성을 배
제해선 안 된다. 최근 유엔사령관은 “유엔사를 작전사령부화할 비밀계획은 없다”
고 밝혔으나, 앞서 언급한 NEO 과업을 유엔사가 주도하게 되면 이미 유엔사는
작전사령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
은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연합사 중심의 한미 연합방위체제 구상에서 유엔사와
협조체계를 구체화하고 우리 군의 입장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병행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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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전통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 강화
2000년대 이후 테러, 분란전, 재해재난, 감염병 등 비전통 위협의 규모가 갈수록 대
형화·다양화·복합화되어 가고 있으며, 그 영향과 피해도 개인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여 이제는 지역 및 국가적 차원이 아닌 세계적 차
원에서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87 특히, 코로나 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그 여
파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여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면서 군이 감염의 확산에 대
응하는 데 깊이 참여하는 등 비전통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방 차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비전통 위협 국방
대응체계 발전 추진 계획(3대 분야 11개 과제)을 2020년 3월에 수립하여 진행 중에
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국제사회는 비전통 위협에 대해 새롭게 평가하고 있다.
미국 및 유럽 등 선진외국의 경우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각국의 보건당국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엄청난 규모의 인명피해가 속출
한 것과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코로나 19 사태 극복을 위한 대응이 신속하고 상당
히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의 자발적 마스크 착용 및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드라이브스루 운영, 공중전화 부스 형태 진료소 구축, 집단시설 운
영 중단, 개학연기, 신속한 진단키트 개발과 광범위한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
써 K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외신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 군도 코로나 19 상황 초기부터 가용역량을 총동원하여 임무를 수행하였다. 2
월 초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군 병원을 지원하였고, 2월 말 긴급 전군 주요지
휘관회의를 통해 코로나 19 사태를 준전시상황으로 간주하여 코로나 19에 대응
할 것을 선포하였다. 특히 신임 간호장교와 신규임용 군의관, 공보의 등 의료 인력
의 임용교육을 조정하여 특별재난지역에 투입하였으며, 3월 초 코로나 19 상황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5개 지원팀(방역, 수송, 물자, 시설, 복지
지원 등)의 국방신속지원단을 구성함으로써 각 지역의 지원소요를 신속히 파악하
87 정책적·학문적으로 '전통적 위협'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학계에서는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과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국방 분야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危害)하는 전방위 안보위협의 3
가지 유형(북한 위협, 잠재적 위협,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중 하나로서 공식적으로 분류하여 사용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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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원수단 운용을 통합하는 등 신속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12월
초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의 현장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 간부를 수도권 지역 보건소 현장에 투입하여 역학조
사 정보 입력 및 관리, 역학조사 대상자 통보, 검체 이송 등의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한 행정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사태와 같은 재난 분야는
여전히 국방의 잔여역량을 활용한 부수 임무라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비전력을 포
함한 군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관련법령 및 훈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비전통 위협이 증가하면서 우리 군은 현실적 위협과 잠재적 위협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바이러스가 변이와 진화의 과정을 통해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공존해 왔듯이 다양한 유형의 비전통 위협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진화하
게 될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초연결성의 심화는 새로운 양
상의 비전통 위협을 더욱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새로운 위
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을 보다 강조할 것이다. 앞으로 새롭게
예상되는 비전통 위협은 신종 감염병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전통적 위협에 대한 대처와 동시에 비전통 위협에도 유연하게 대
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21년에도 코로나 19 사태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 군은 코로나 19 사
태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현행능력을 점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형
태의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확충이 요구된다. 군은 단체
로 병영생활을 하고, 집체훈련을 하며, 대규모 식당에서 공동으로 많은 인원이 동
시에 식사하는 등 신종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감염병에 걸리지 않
도록 병영생활 환경을 위생적이면서 쾌적한 환경으로 바꾸어야 하고, 감염병이 병
영생활권 내에 유입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
다. 특히, 생물학전과 유사한 신종 감염병 상황에 대비해 특화된 전문 인력·장
비·물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관리체계를 교리로
정립하여 장병 모두가 숙지해야 하며, 대규모 연합연습훈련 시 신종 감염병 상황
및 북한의 생물학전 상황 등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주기적인 연습 및 훈련도 필요
하다.

2021 국방정책 환경 전망 및 과제

신종 감염병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기후변
화 위기는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 할 수 있다. 전 세계가 온실가스와 탄소 배
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코로나 19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위협으로 나타나 막대
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고통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로 인
한 폭염·한파 등은 전·평시 군사작전 및 교육훈련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폭염과 한파의 빈번한 발생은 열사병 및 온열질환자, 한랭질환자 등 비전투
손실 발생을 증가시키고, 무형전력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폭염과
한파는 각종 장비와 무기, 보급식량 운용 및 관리에 악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그리
고 감염병의 발생 역시 이상 기온이 가져오는 중요한 변화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
하여 바이러스의 번식환경이 조성되면서 바이러스의 변이와 변종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군도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먼저, 기후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상 분야의 발전이 필요하다. 기상 분
야는 군의 제반 작전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군의 작전 환경과 운영에 기상
이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군의 기상 관련 활동은「국방 기상업무 훈령」
에 근거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상과 관련한 임무 소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기상장비, 인력과 능력으로는 소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기상상황을 정확히 관측하고 전파하기에도 매우 부
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상 분야의 장비, 전문인력, 능력 등의 발전이 요구된다.
둘째,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미 신행정부가 파
리 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한 만큼 향후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우리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상황
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배출 정책에
따라 우리 군도 기상상황 단계별 세부적인 계획수립과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는
장비 개선 및 점검, 쓰레기 배출량 감소, 플라스틱 사용금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해야 한다.
셋째, 기후변화로 인한 군사 활동의 유·무형전력 유지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군사작전 측면에서는 병력ㆍ장비ㆍ물자 운용 및 관리 등에 상당한 영향을 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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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조건에서의 합리적인 작전능력 개발이 요구되며,
교육훈련 측면에서도 코로나 19 사태로 세계 각국의 군사훈련이 축소·취소되어
모의훈련 등으로 전환된 점을 상기하면서 군사훈련에 의한 탄소배출이 없는 국방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M&S) 기법에 의한 훈련체계와 컴퓨터 기반의 원격교육 확
대를 추진하는 등 기후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군사작전 및 교육훈련의 개선이
요구된다.
오늘날 안보위협은 전통적 안보위협인 군사위협과 더불어 초국가적ㆍ비군사적 위
협이 증가되면서 위협양상이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현재 세계는 신종
감염병,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등 비전통 위협의 증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
협하고 있다. 우리 군은 전통적 안보위협뿐만 아니라 비전통 위협에 대해서도 국
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민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의 침체와 국가의 경제위기로 국방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국방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선정하
고, 국방자원의 소요와 배분을 고려하여 비전통 위협에 대비하여 다각적인 대응방
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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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마트 국방혁신을 위한 과학기술의 적용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에 따라 선진화된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을 구현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반영하기 위한 스마트 국방혁신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2019년 7월에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계획을 수립하였다. 구체적
으로 전력체계, 국방운영, 기술기반의 3대 혁신 분야에서 9대 과제를 선정하고 과
제별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력체계 혁신은 군사력을 고도화하
고 지능화를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방운영 혁신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국방 업무 환경이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을 말한다. 그리고 기술기반 혁신은 전력체계와 국방운영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다. 2020년부터 국방부는 지능형 스마트부대 구축
사업, 국방 인공지능 적용환경 구축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0년 3월에는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혁신을 위한 법적 기반인「국방과학기술혁
신 촉진법」
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특정 무기체계 소요에 기반하지 않은 도전
적·혁신적 연구개발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국방과학기술혁신은 군사
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과학기술, 즉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역량을 확
보하고 첨단기술을 확보·활용하여 유용한 성과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
며 스마트 국방혁신과 목적이 유사하다. 현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민군기술협
력사업,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 국방ICT신기술 연구개발사업 등 과학기술 분
야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국방실험사업, 신속시범획
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성과와 스마트 국방혁신 계획의
연계성은 낮은 상황이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의 국방 적용을 가로막거나 혁신 속
도를 지연시키는 제도적·문화적 요소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우선 스마트 국방혁신 계획을 중심으로 2020년 추진경과를 평가해보면, 국방부는
2020년 1월에 국방개혁실 내에 스마트 국방혁신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총괄 부서
를 신설하고 사업 추진 지침을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였다. 그리고
2019년 7월에 수립한 최초 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기초로 2020년 상반기에 유사·
중복사업을 조정하고 신규사업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이를 ’21~’25 국방중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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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영하였다. 2020년 11월에는 사업관리 현황과 성과를 전자적으로 가시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020년 스마트 국방혁신 핵심 추진사항
중의 하나인 지능형 스마트부대는 육군의 워리어플랫폼, 해군의 스마트네이비, 공
군의 지능형 스마트비행단과 같은 군별 추진 개념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으나 전군 차원의 스마트부대 개념과 구축 전략에 대한 발전이 요구된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를 바탕으로 향후 15년 이내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중점 육성이 필요한 분야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한 ’20~’34 핵심기술
기획서를 ‘20년 4월에 확정하여 배포하였다.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은 2020
년에 정부 전체 예산의 16%인 3조 9,000억 원이며,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소요
기반 과학기술과 무기체계 소요에 기반하지 않은 도전적 과학기술 개발에 예산이
투자되었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 국방혁신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스마트
국방혁신 사업계획과 군의 기결정된 소요 및 중기계획 간에 차이가 존재하며 국방
개혁 2.0 계획과의 연계성도 불명확하다. 특히, 첨단과학기술의 도입 목적과 해당
기술의 도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별 성과목표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국가과학기술과 국방과학기술, 국방과학기술과 스마트 국방혁신과의 연
계성이 낮으며, 기존 방산기업을 제외한 민간의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참여율이
여전히 저조하다.
2021년에 스마트 국방혁신 실행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이슈로는 민간 과학기
술의 도입 이슈와 국방기획관리 관점의 개선 이슈 그리고 국가 및 국방 과학기술
의 국방 적용 이슈가 있다.
첫째, 민간 과학기술의 도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2020년에「국방과학기술촉진
법」제정, 신속시범획득사업(舊 신개념기술시범 사업) 추진, 국방실험사업 예산 확
대 등으로 민간 과학기술을 군에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여건은 개선되었다. 앞
으로는 제도나 절차 차원에서 높은 기술력을 이미 보유했거나 잠재력이 높은 기업
의 국방 분야 신규 진입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기술이 포함된 시스템이
나 서비스를 군에 전력화하기 전에 군 환경에서 미리 검증하는 실험적 성격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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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확대하고 연구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 요구사항 결정에서 계약체
결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연구사업을 추진할 때도 소규모 기능 단위
로 개발하고 이를 빠르게 사용자가 시험하여 검증하는 애자일 프로세스88를 도입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방기획관리체계와 스마트 국방혁신 사업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스마
트 국방혁신 계획에서 추진하는 세부 사업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소요
기획과의 연계가 중요하며, 중기 기간에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예산편성
시 스마트 국방혁신 사업이 국방예산 내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사업이 발주된 후에는 사업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
해 2020년 1월에 신설된 총괄 부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
며 역할 확대에 따른 조직 보강, 권한 강화를 위한 임무 부여 등을 고려해야 한다.
즉, 스마트 국방혁신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국방개혁 추진 훈령 내에 스마트 국방
혁신 계획과 관련 조직의 임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기술기반 혁신의 추동력을
얻기 위해 국방정보화 분야의 최상위 규정인「국방정보화업무훈령」과도 연계해야
한다.
셋째, 국가와 국방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가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민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
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과 국방ICT신기술
연구개발사업을 부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의 성과가 국방 분야 소
요나 사업으로 연결되지 않고 독립된 사업의 성과로 남는 경우가 많다. 신기술의
국방 도입 촉진을 위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성과가
국방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성과 정보의 군 내부 공유가 중요하며 해당 성과의 국
방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재원이나 사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ADD에서 주도하고 있는 국방 과학기술 연구개발 계획이나 결과도 군 내부
에 공유하여 신규사업 소요로 검토할 수 있는 일종의 집단지성 플랫폼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군 외부에도 공유 가능한 정보를 개방하는 경우 기존의 민군기술협
력사업에서 추진하는 민군 간 기술이전도 활성화될 수 있다.
88 애자일 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를 짧은 주기로 반복적으로 개발하여 사용자에게 빠르게 제공하는 방법론이며 소프
트웨어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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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국방혁신에서 지향하는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은 민간기술의 활용, 추
동력 확보, 제도와 문화 개선 등이 뒷받침되어야 달성 가능한 비전이다. 스마트 국
방혁신의 상위 목표와 하위 과제와의 연계성도 혁신의 공감대 형성과 추진 의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2021년부터 국내외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민간
기업들의 능력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권한이 강화된 총괄 조직에서 재원
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스마트 국방혁신의 미래가 빠르게 실현될 수 있
을 것이다.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을 전군이 공유하고 이를 기초로 집
단지성을 발휘하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스마트 국방혁신의 토양을 단단하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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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효율적인 국방인력 형성을 위한 인사관리 혁신 모색 및 추진
병역자원 감소,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군 내 적용 가속화, 사회가치관 변화 등 예상
을 뛰어넘는 국방인력운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전개되고 있다. 특히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는 양적인 측면에서 국방인력의 규모와 충원에 절대적 제약 요소로 작
용한다. 이로 인해 국방부는 2022년까지 50만 수준으로 병력감축을 추진하고 있
다. 그러나 인구감소 추세를 고려 시 현재의 병력규모를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병역자원의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병력규모 절감은 물론
민간인력을 포함한 효율적인 국방인력의 형성과 운영이 절실하다.
또한, 초연결 기반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군 내 적용이 활발히 모색되고 새로운 전
장 환경의 도래가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군은 기존 부대 및 편제 구조
의 변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새로운 부대 및 편제 구조 등을 모색하고 있다. 미래의
전장은 시공간적 장벽이 탈피되고, 전투와 비전투영역이 모호한 업무와 전쟁수행
등으로 전통적인 군조직과 군인 업무의 특수성이 변화될 것이다. 특히 무인 및 자
동화, AI, 스마트 팩토리개념과 유사한 스마트 부대 등 새로운 기술의 군 내 적용
으로 군의 직무, 고용 관계, 작업방식 등 변화와 기술에 의한 직무 대체가 가속화
될 것이다. 서로 상이한 능력과 재능을 보유한 다양하고 새로운 인재 소요의 등장
및 이에 대한 빠른 확보 및 유지가 필요해짐을 의미한다.
새로운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가진 세대의 등장과 군 내 인력으로 유입됨에 따라
우수한 인력을 획득하고, 획득된 우수인력의 유지를 위해서는 기존의 가치와 생활
방식을 기준으로 한 인사관리로는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민의 발달 수준
과 동떨어진 민-군 격차 현상의 심화가 지속될 경우 병역자원의 감소 상황에 더하
여 국방인력의 유지와 획득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종합하면 미래의 국방인력은 인력 하나하나가 높은 업무성과
및 업적을 이루는 인력으로 구성을 지향하되, 이를 위해 유연하고 개방적인 인사
관리방식으로의 과감한 전환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의 관점
과 다른 획득, 보직, 진급, 퇴직 및 전역 등 인사관리의 전반에 걸친 정책적 변화가
고민되어야 한다. 즉, 대규모의 병력을 유지하기 위한 인사관리 방식으로부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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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한 탈피를 요구한다고 할 것이다.
2020년에 국방부는 국방인력정책의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 주요 내용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수인재 획득과 유인을 위한 복무장려금 등 경제적 인센티브
의 확대가 진행되었다. 우수여군의 획득과 복무 여건 신장을 위해 정책부서와 전
투부대 보직 확대 조치 및 모니터링 강화, 여군 복무시설의 확충, 양성평등 정책 실
현을 위한 가정친화제도의 확대 도입 및 성인지교육 강화 등이 추진되었다. 민간
인력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채용 규모의 확대, 시험방식의 변화, 군사전문성 향상
을 위한 교육 내실화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병역자원급감에 대비하는 효율적인
미래 군인력운영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간부정년연장, 부사관계급다단계화, 복무
제도 개선 등이 검토되었다. 헬기조종사 항공수당 등을 포함한 6건의 수당을 인상
함으로써 처우 개선을 통한 인재의 유지 및 획득 노력 등이 추진되었다. 육아휴
직자 대체인력 안정적 확보, 적시 충원 등을 위해 추진된 것이기는 하나 예비역
의 현역 재임용 제도개선 추진을 통해 개방적 인사관리 및 임용제도로의 변화 노
력이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변화해가는 환경 요구를 수용함은 물론
충분한 대응이었는가의 차원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존 제도의
틀을 유지한 가운데 수정과 개선에 중점이 두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은 환경 변화는 2021년에 더욱 심화될 것이다. 과감한 인사혁
신의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의 인사관리 방식에 대한 변
화가 모색되지 않을 경우 초급간부 지원자의 지속 감소로 인한 우수 인재의 확보
곤란, 낮은 중·소위 및 하사의 운영률로 인한 전투력 유지 곤란 등 다양한 측면에
서 문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2021년에는 현재의 인사관리 방식의 적절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미
래를 준비하는 시발의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과감한 인사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서는 군 인사제도의 기반과 특징으로 불변한다고 여겨져 왔던 부분에 대한 것까지
도 근본적 질의를 던짐은 물론 실태에 대한 성찰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의 국방인사 실태 및 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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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가능해 보인다. 빠른 대응과 유연성이라는 미래환경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폐쇄적 단선적 군 인사관리체계의 특성에 기반한 인사관리 방식을 과감
히 탈피할 필요성은 없는가? 현 인사관리는 전면전 등에 대비한 대규모의 병력 유
지를 위한 방식이다. 이는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력 건설과 부합되지 않은 인사관
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한, 첨단고도화 등의 군사력 발전을 고려
할 경우 현재의 장기간 소요되는 인력양성체계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인적 수요가
발생할 경우 전문화된 인재를 획득·활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인사관리의 혁신을 위한 분야별 주요 이슈와 추진 방향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
은 것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미래 국방인사 비전 및 목표의 검토 및 재설정이다. 원론적으로 미래 전장 환
경에서 요구되는 전투력 유지와 준비를 위한 역량과 능력을 구비한 국방인력의 형
성을 비전으로 제시해 볼 수 있다. 예측이 곤란하고 다변화 및 다속성의 미래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국방인력과 제도로 발전이
필요하다. 또한, 양적으로는 축소 지향하되 질적으로 우수한 군 건설이 지향되어
야 한다. 인구구조 등의 변화로 인해 더 적은 병력으로 미래·현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질적으로 우수하고 민첩한 군 건설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조직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된 인재관리로 전환하고, 양적인 충족 문제보다는 재능있는
인재의 보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경쟁력 있는 보상 체계와 삶의 질 확보
등을 지향함에도 미래 예산환경 악화 및 변화에도 지속가능한 인사관리체계를 추
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제시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진 기본방향과 관점의 변화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국방 전 조직과 신분 등을 포괄한
전사적 관점에서 접근(enterprise approach)의 강화이다. 인사관리 역량의 혁신은
비용이 아니라 작지만, 효율적 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인사관리의 대상인 “사람”에 대한 관점의 변화로서 인
재관리(Talent Management)적 접근을 추구한다. 인재관리는 개개인의 요건과 능
력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인사관리로의 전환을 지향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국방인사관리는 사회 변화와 밀접하게 연계된 정책 및 제도로 발전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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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현재와 대비하여 인사정책의 발전 지향점을 제시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것들
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재능있는 인재 획득·유지에 인사정책과 제도의 지향점
을 둔다. 양적인 충족 중심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적기·적재·적소 배치에 대
한 중점을 강화해야 한다. 총체적 국방인력 관점의 소요 및 관리를 추구한다. 통
합적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계급제·연공제 구조를 완화한다. 성과·능력(직무·직
위)·역량에 따라 차등하는 유연한 국방인사를 실시한다. 사회노동시장 일부로서
국방인력시장이라는 차원에서 사회변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개방성·다
양성의 획득·복무·경력 구조를 지향한다. 개인 및 맞춤형 수요자(잠재적 복무자
및 조직원) 중심의 인사제도와 정책을 추구한다. 또한, 모든 인사 영역의 디지털화
및 분석능력을 강화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0년은 인사제도 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
존 제도의 틀을 유지한 가운데 수정과 개선에 중점이 두어졌다. 따라서 변화해가
는 환경 요구를 수용하고 미래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가 고민되어야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래의 환경 변화와 요구 등을 고려 시 과감한 인사혁신
의 다양한 방안 모색과 추진 필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증폭될 것이다. 따라서
2021년에는 현재의 인사관리 방식의 적절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미래를 준
비하는 노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은 비전과 발전 지
향점과 다른 내용이 설정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단번에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
다. 그러나 인사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의 모색과 추진 노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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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방인력구조 개편
우리 군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2006년부터 병력을 감축해 왔으
며,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병력 규모는 2000년 초반 약 70만 명에서 2020년 55.5만 명으로 20년간 약 15만 명
수준이 감축되었다. 그동안 국방부에서는 상비병력을 감축함과 동시에 숙련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부사관 위주의 간부증원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저출산
으로 인한 청년 인구 감소와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상대적으로 길게 체감되는
간부 복무기간 등으로 인해 초임 간부 지원율이 하락하여 우수 간부 충원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청년 인구절벽이 도래하는 2020년 중반부터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방개혁 2.0에서는
새로운 국방인력구조 설계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국방인력구조 개편의 주요 방향
과 현재까지의 국방인력구조 변화 및 개편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고, 성공적인 인
력구조 개편을 위하여 2021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국방개혁 2.0에 따른 국방인력구조 개편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수·
행정·교육 등 비전투 분야는 군무원 등 민간인력이 중심이 되도록 개편한다. 비전
투분야에서 정보분석, 보안, 정비, 예산 편성 등 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이 필요한
직위는 군무원으로 대체한다. 전산, 시설관리, 어학 등 민간 전문성 활용이 용이한
분야는 민간근로자로 대체하며, 민간인력으로 전환되는 직위 중 일부는 해당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을 활용할 계획이다. 둘째, 비전투분야에서 민간인력
으로 대체된 군인정원은 전투부대로 전환하여 전투력을 보강한다. 국방부는 GOP
사단, 기계화사단, 동원·향토사단, 특전사, 해군 함대사, 공군 비행단 등 전투부대
유형별로 적정 간부 비율을 검토·차등화하여 편성할 계획이다. 셋째, 장교와 부사
관의 계급구조를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개편한다. 우수한 간부 충원은 점
점 어려워지는 반면, 숙련된 간부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 인력운영은
‘대량획득-단기활용’의 비효율적인 구조로 되어있다. 장교와 부사관의 단기활용은
숙련된 전투력과 기술력의 손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위계급을 줄이고 중간계급
을 확대하여 ‘소수획득-장기활용’이 가능한 항아리형 계급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
다. 다만, 과도한 계급 상향을 억제하여 신분별 최상위 계급인 대령·원사 등은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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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화를 통해 감축 또는 현 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의 병력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 약 70만 명, 2010년 65
만 명, 2015년 63만 명 수준으로 15년 동안 약 7만 명이 감축되었다. 2017년부터
병력감축 규모가 점증하여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4만 명을 감축한 55.5만 명
까지 축소되었으며, 규모 측면에서 볼 때 병력감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군무원은 2000년부터 약 2.5만 명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2016년부
터 정원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약 6천 명 증가한 3.5만
명까지 정원을 증원하였으며, 연간 채용인원 규모도 기존보다 3배 수준으로 확대
하는 등 국방부가 군무원 확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고 보여진다. 인력구
조 측면에서 보면, 현역 대비 군무원 비율은 2000~2015년 동안 3.6~4.0%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6년부터 군무원 확대와 현역규모 축소에 따라 군무원 비율이 점증
하여 2020년에는 6.5%까지 대폭 증가하였으며, 향후 현역 대비 1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현역 인력구조의 신분별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에는 장교 10%,
부사관 13%로 간부 비율이 23% 수준이었고, 2010년에는 장교 11%, 부사관 16%
로 간부 비율이 27%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병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이후 국방부
의 간부증원 추진과 인력구조 개편계획에 의해, 2020년에는 장교 13%, 부사관은
23%로 간부 비율이 36%까지 확대되었으며, 2022년까지 장교 14%, 부사관 26%로
간부 비율 40%를 목표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 간부의 계급별 정원 변화를 보
면, 2019년 대비 중·소위와 하사를 줄이고 상사와 중사 정원을 늘려 항아리형 구
조로의 전환을 시작하였으며, 향후 중기계획대로 간부 계급구조를 조정해 나간다
면 ‘소수획득-장기활용’이 가능한 효율적인 인력구조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의 국방인력 변화 및 2020년 현황을 간단히 살펴본 결과,
2020년 국방부는 병력감축과 군무원 확대, 간부 계급구조 조정 등 국방인력구조
개편계획을 충실하게 실행하여 인력획득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고 보인다. 국방인력구조 개편계획은 미래 전장 환경 변화와 가용 병역
자원의 감소, 상비병력 감축과 같은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예산 소요의 증가를 최
소화하면서 전투력를 보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국방인력구조
개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2021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국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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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식별 및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군무원을 포함한 민간인력의 활용 확대 추진에 따라 급진적 양적 확대
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인력의 임무/역할 법규화와 구체화를 통해 활
용 분야별 편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구체적인 활용기준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으
며 인력 관리체계 및 인사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이에 민간인력 활용기준
에 부합하는 정원 규모를 재검토하고 군무원 인력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정원구조
표준화 모델을 수립하고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단·중기적인 군무원
제도개선을 위해 법규 개정 소요를 파악하고, 정원·인사운영 등에서의 단기적 보
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인적자원관리체계 정립과 현행 인
사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세부과제를 식별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간부의 계급구조를 개편하는 데 있어 인력구조와 인력관리체계의 정합
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군에서는 인력 획득소요를 줄이면서 직업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소수획득-장기활용’이 가능한 정원구조와 인력관리체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복무 선발비율과 진출률의
추가 상향이 필요하며, 임관자 전원을 장기복무인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부사관 하위계급 감소와 동시에 상사 계급의 급격한 증원계획
에 따라 계급과 직책이 맞지 않는 등의 인력운영 곤란 문제 발생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편제 조정 검토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인력구조 조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
해서는 목표 정원구조와 인력관리체계를 조기에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이들 간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초급간부의 직위 일부를 부사관 직위로 전환하
여 부사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인력운영을 효율화하는 등의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유급지원병(전문하사) 제도의 대폭적 개선이다. 유급지원병 제도는
2008년에 병력감축과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유지와 예산 및 인력운영
측면에서의 부사관 증원 제한성을 고려하여 도입되었다. 그러나 저조한 인력획득
과 짧은 활용기간으로 인해, 제도의 필요성이나 유용성에 비해 안정적인 운영이
곤란하여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하사의 목표 규모는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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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고 부사관 목표 규모는 확대할 계획이나, 청년인구 감소와 병 복무기간 단축
으로 인해 부사관 충원 여건은 향후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사관 상위계급
확대에 따른 예산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유급지원병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예산소
요의 증가는 최소화하면서 전투력을 보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군은 그동안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군인, 군무원, 민간근로자의 규모와 역
할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왔으며, 국방개혁 2.0을 통해 국방인력구조 개편이 완료
되면 우리 군 병력구조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국방개혁 2.0의 목표연도는
2022년이지만 간부의 계급별 정원구조와 민간인력의 확대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
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은 국방개혁 2.0을 완성하기 위한 중
요한 시기인 만큼 성공적인 인력구조 개편을 위한 추진력 있는 정책 시행과 중기
기간 동안의 합리적인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인력획득계획, 진급시기 조
정, 장기복무 비율 설정, 복무제도, 부사관 근속진급 제도 등 다양한 인사제도의
재정비와 구체적인 중기적 정책 마련이 긴요하다. 다만 인사제도의 변화는 장기적
으로 인력운영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
수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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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신전력의

개념 재정립 및 발전
군의 전투력은 “적에 대한 무력행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요
소를 조직화한 통합된 힘”으로 정의되며, 본 제반 요소는 전통적으로 유형전력과
무형전력으로 구분된다. 전투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형전력과 무
형전력이 균형적으로 조직되고 통합이 필요한데, 이는 변화된 전장환경에서 전쟁
을 수행해야 하는 우리 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우리 군은 연간 17
조 원(2021년 기준)에 달하는 방위력 개선비를 첨단 무기와 장비 등의 유형전력 강
화에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상당한 수준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무형전력 측면 또한 이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성장 및 발전해왔는가에 대해 묻는
다면 이와 같이 확신에 찬 주장을 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무형전력의 구성요소들
중에서도 “장병들이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무장하고, 엄정한 군기, 충천된 사기, 공
고화된 단결을 통해 군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책임지고 완수할 수 있는 조직화된
전투역량(국방부, 2019)”으로 정의되는 “정신전력” 측면에 대해 많은 우려가 존재
하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군 기강”과 관련된 여러 언론보도89들이 이어지면서 이
문제가 우리 군의 전반적인 “정신전력” 수준에 대한 우려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 군의 정신전력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
민적인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 수단이 부재하다는
것도 이와 같은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현재 우리 군의 “정신전력” 수
준은 어느 정도라고 자신 있게 평가하지 못하는 안개 속과 같은 상황에서 명확하
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개별적인 “군 기강” 사건들이 우리 군의 정신전력 전반을
대표하는 상징적 이미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군의 정신전력에 대한 이와 같은 우려는 202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
며, 우려가 현실화되어 나타나는 정신전력 관련 이슈들의 발생도 빈번해질 가능
89 최근 “군 기강 해이” 관련 언론보도는 경계 및 작전 관련 사고(예> “또 군 기강 해이” ... 초소근무 서다 커피숍 다녀
와. - 2020.6.16. 한국경제 / ”극에 달한 군 기강 해이...해군기지 뚫리고 공군은 비상대기중 술판” - 2020.4.3. 헤럴
드경제), 보안 관련 사고(예> “카톡으로 ‘3급 비밀’ 암구호 주고받은 육군 병사들 – 2020.4.23. 한국일보), 성 관련
사고(예> ”군 간부가 노래방에서 여성 추행 .. 도 넘은 기강해이“ - 2020.4.20. 한국경제), 하극상(예> 소주병 구타에
상관 협박까지 .. 군 기강해이 갈수록 심각 – 2020.10.23. 세계일보)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신전력
의 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인 ”군 기강“ 관련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정신전력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문제들이 모두 ”
군 기강“이라는 키워드로 표현 및 해석되는 경향도 없지 않다. 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군 기강“의 측면으로
지나치게 단순하게 규정되면 이와 관련성을 갖는 정신전력 전반의 다양한 요소들이 갖는 문제들은 오히려 수면 아
래로 가라앉아 버릴 우려가 있다. 군 기강을 계기로 확산된 정신전력에 대한 문제 인식이 단순히 군 기강에만 머물
러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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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다. 이러한 정신전력에 대한 문제는 군 장병 집단의 세대 변화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우리 군 장병 집단 내에는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소
위 “90년대생”들의 비중은 앞으로 더욱 커지게 되며, 2021년이면 2000년대 이후 태
생들까지 본격적으로 군에 입대하기 시작한다. M(밀레니얼)/Y, Z세대와 같은 다
양한 용어로 지칭되는 이들은 이전 세대와 비교해 많은 면에서 상이한 특성을 갖
는다. 이들은 조직과 수직적 위계를 중요시하던 이전 세대와 달리 개인과 수평적
합리성을 중요시한다. 이전 세대 집단 내에서는 기존의 정신전력 개념에서 주요 요
소를 구성하는 군기와 사기, 단결 등이 군 조직 내의 공식적 위계 관계에 의해 형성
또는 전수되고 유지되었지만, 이와 같은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소위 M/Y 또는
Z세대들은 이와 같은 가치 개념에 쉽게 이입되지 않는다. 우리 군의 정신전력 교
육 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지는 국가관·안보관 등의 사항들도 동일한
심리적·인지적 장벽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관·안보관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소속 집단(국가, 민족, 부대 등)의 일부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소속감과 정
체감을 형성한 상태에서 단단하게 구축될 수 있다. 조직 내 위계의 일부로 자신을
인식하던 세대에서 개인을 먼저 인식하고 중요시하는 세대로의 전환은 기존의 국
가관·안보관 개념의 뿌리가 되는 기본 전제를 약화시키고 있다. 기존 세대에게 하
던 것과 동일한 방식의 국가관·안보관 교육은 뿌리가 없는 나무에 끊임없이 물을
주는 것과 같은 무용한 노력에 그칠 수 있다. 장병 세대특성의 변화가 기존의 정신
전력 강화 노력들의 효과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세대특성의 변화가 2020년에 갑자기 일어난 현상은 아니며, 점진
적으로 진행되어 온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누적된 변화의 크기가 그
동안 점진적으로 감소되어 온 군대라는 특수성과 관행에 대한 자발적·비자발적
인정과 수용의 크기를 넘어서는 변곡점의 전후에 우리 군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는 이러한 변화한 세대특성을 드러내는 것이 더욱 일상적인 것이
될 것이며 그 표출의 강도와 범위도 급속하게 커지게 될 것이다. 향후 몇 년 이내에
M/Y, Z세대와 같은 신세대 집단이 위관급 장교 및 상사급 부사관까지 범위를 확
장하게 되면 이와 같은 변화의 속도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정신전력 강화 노력의 효과성 저하는 우리 군의 전체적인 무형전력 전반에도 부정
적인 영향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신전력은 기본적으로 “부여된 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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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수할 수 있는 조직화된 전투의지”로서 개인 또는 집단 수준에서의 “의지”와 “자
신감”에 중점을 두는 개념이다. 이와 같은 의지와 자신감은 무형전력의 다른 구성
요소인 기술전력(무기, 장비, 물자에 대한 전문지식과 숙달 정도)과 운용전력(보유
한 무기, 장비, 병력 등을 상황에 맞게 전술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의 축적과
발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정신전력과 기술전력·운용전력이 상호 영향
을 주고받는 관계이지만, 정신전력의 저하 또는 부재는 기술전력과 운용전력의 축
적을 제한시키는 선행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신전력과 관련된 장병들의 세대특성 변화에 적시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2021
년부터 적극 검토 및 추진되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전력의 본원적 목적 인식에 기반한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신전력의 본원은 군인으로서의 임무수행에 대한 “의지”와 “자
신감”이다. 의지 및 자신감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요소라면 정신전력의 구성요
소 또는 영향요소로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포괄적·확장적
인 접근 방식은 병영문화 및 세대특성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외연이 확장된 정신전력 개념은 신세대 장병
들의 의식구조 및 생활양식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신전력 강화 방안 모색에 실질
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
현재 군 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 및 활용되고 있는 정신전력의 개념은 국가
관, 안보관, 군인정신을 구성요소(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2019)로 하는 것이다. 이
는 정신전력을 기본적으로 국가관과 안보관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반영된 것으
로 보다 광범위한 정신전력의 본질에 대한 확장적인 이해와 발전을 제한하는 측면
이 있다. 물론, 국가관·안보관 또한 정신전력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 매우 중요
한 의미와 가치를 갖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정신전력의 전부로 보는 것은 다소
편협한 시각일 수 있다. 국가관·안보관에 한정된 정신전력 개념과 이에 기반한 고답
적 방식의 정신교육은 세대특성 변화에 대응하는 정신전력 강화 방안으로서 효과성
이 제한될 수 있으며, 도리어 정신전력 개념 전반이 신세대 장병 집단의 무관심과 외
면 속에 고사 상태에 이르게 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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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수행 의지 및 자신감 형성과의 관련성에 기초하여 정신전력 구성요소의 일부
로 검토할 수 있는 것들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정체성/자기범주화, 자기효능감,
공유된 신념, 신뢰, 조직몰입, 응집력, 유대감, 조직문화/병영문화, 조직시민행동,
진정성, 정신건강, 인성, 공적가치, 군대윤리 등이 그 잠재적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국가관·안보관 또한 정체성/자기범주화의 한 부분을 형성하는 개념으로서
정신전력에서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갖게 될 것이다. 물론, 정신전력의 개념 범위
확장은 해당 요소에 대해 군 본연의 임무수행을 위한 무형전력의 일부로서 충분한
관련성과 영향 관계에 대한 검토와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신전력 개념 재정립의 후속 과정으로는 우리 군 장병들의 정신전력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현상 진단이 진행되어야 한다. 재정립된 정신전력의 구성요소는 그
개별적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진단 및 측정 방식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흔히 사용되어 온 자기보고식 설문 형태나 단순 암기 지식을 시험식으로 평가하
는 방식은 정신전력의 다양한 양상과 측면을 진단하기에 항상 적합한 방식이 아닐
수 있다. 정신전력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심리 및 행동의 영역이므로, 심리측정
(Psycho-metric) 관점에서 보다 전문적인 연구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현상 진단은 우리 군 장병들의 총체적인 정신전력 내에서 어떤 부분이 특
히 취약하고 어떤 부분은 상대적으로 긍정적 상태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 진단에 맞춰 구체적인 정신전력의 발전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
다. 다시 말해 선언적인 구호나 보여주기식 교육 또는 행사의 선이 아니라 각 재정
립된 정신전력의 개념별 특성과 이를 강화시켜야 할 대상이 되는 신세대 집단의 특
성에 부합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정신전력의 각 구성요소 개념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일방향의 강의식 교육보다는 영상매체, 비대면소통, 프로젝트 방식
의 정신전력 강화 활동이 보다 효과적인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2020년 7월부
터 병사들에게 일과시간 후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면서 인터넷 TV,
유튜브, SNS 활용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각 부대 단위의 중대장 및 대대장급 간부
를 통한 교육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정신전력 교육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부대 조
직 내 직속상관은 관리자 또는 보조적 수행자의 역할을 담당해도 될 것이다. 부대
내 단결과 응집력 등과 같이 지휘관의 역할이 중요한 정신전력 구성개념에 대해서
는 그 역할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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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보다 총체적인 개념의 정신전력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의 차원에서
현재 각 군 및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정신전력 관련 연구 또는 업무 수행 조직의
통합이나 연계적 임무수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군에는 국직의 국
방정신전력원 이외에도 각 군 단위의 리더십 센터와 기타 다양한 형태의 기관 및
부서들이 정신전력과 관련된 제반 업무 기능들을 분산 수행하고 있다. 이를 정신
전력이라는 총체적인 개념 기반 하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및 주도할 수 있는 중심
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이는 국방부 차원이 될 수도 있으며, 기존의 기관 및 부서
를 통합한 특정 조직의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분산된 형태는
정신전력 개념에 대한 각기 상이한 이해와 접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정신전
력 발전 관련한 여러 기관 및 부서의 다양한 노력들이 상호 조율 및 통합되지 못하
고 개별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야전부대 장병들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중첩과 비효
율에 대한 피로감이 정신전력 개념 전반에 대한 무용론과 회의적 시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전쟁과 전투 임무 수행에 있어서 정신전력이 갖는 중요성은 2020년 현시점에서도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정신전력의 주체가 되는 장병들의 세대특성은 급격히 변화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양상 속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정신전력의 개
념과 방법론을 과거의 틀에만 가둬둔다면, 2021년 이후에도 “군 기강” 문제를 촉발
이슈로 하여 정신전력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우려가 지속되는 현 상황은 이
대로 유지되거나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장병 집단의 세대특성 변화가 나날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
와 연구를 바탕으로 정신전력의 개념 체계 전반을 재검토 및 재정립하고 이에 기
반한 현상 진단과 발전 방안 모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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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방예산 지출 구조조정 및 성과관리 강화
저성장 고착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가운
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확대, 코로나 19 대응 등 재정압박 요인은 증
대되고 있다. 국방분야의 경우는 국방개혁 2.0에서 인식한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부족 및 안보위협 다변화 등의 여건이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
하며, 오히려 불확실성은 코로나 19 이전보다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정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1년 정부예산은 558조 원, 국방예산은 2020년 대
비 5.4% 증가한 52조 8,401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예산증가율은 현 정부 출범 이
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90.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한 재원 마
련 등이 예년 대비 낮은 증가율의 주요 원인이라 볼 수 있다. 국방예산은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에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단·중기적으로 변동폭에 대한 불확
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개혁 2.0의 정상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인 바, 코로나 19 팬데믹에 따른 경제 상황 및 재정운용 방향의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재원운용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방개혁 2020이 강
력한 개혁 의지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저조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국방예산 재
원이 당초 계획대로 확보되지 못했던 점에 유의하면서91,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
로 활용하기 위한 지출 효율화 및 전략적 재원배분 노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
울러, 한정된 재원의 투자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대폭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재정성과목표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성과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에 따른 소비, 투자, 무역의 부진을 상쇄하기 위해서 2021년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확대재정이 예상되며, 이러한 기조 속에서 지출 구조조정은 지속
될 전망이다. 2020년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세 차례 추경을 거
치면서 전체 국방비의 약 3.6% 수준인 1조 7,000여억 원이 삭감되었다92. 국방예
90 ’19년 정부 재정 증가율 9.5% 증, 국방예산 증액 8.2% 증 (- 1.3%p)
’20년
〃
9.1% 증,
〃
7.4% 증 (- 1.7%p)
’21년
〃
8.5% 증,
〃
5.4% 증 (- 3.1%p)
91 이필중 외, “국방예산 10년 평가와 중기 운용정책”, 『국방정책연구』, 제99호(2013년 봄)
92 - 2차 추경을 위한 감액 국방예산 : 1조 4,758억 원, 3차 추경을 위한 감액 국방예산 : 2,978억 원
- 2차
 추경에서 감액 조정된 방위력개선비의 F-35A(△2,864억 원), 해상작전헬기(△1,670억 원), 광개토-Ⅲ 이지스함
(△1,348억 원) 등은 해외 도입 사업으로서 코로나 19로 인한 해외계약 및 국외 시험평가 지연 등에 기인함. 단기적
연부액 조정이므로 장비도입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 예정.
- 전력운영비에서는 발주가 지연된 행정·종교·법정시설 등 군 일반시설 공사비 조정액(△967억 원), 유류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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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감액 조정은 대부분 단기적 연부액 조정 또는 집행에 제한이 따르는 사업들 위
주로 이루어져 국방개혁 2.0에서 제시한 군사력 건설·유지에는 큰 영향이 없으며,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재부는 2021년도 예
산을 대상으로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재량 지출의 10%를 구조조
정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예산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사업,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증가한 사업 등이며, 기준은
필요성, 유사·중복 여부, 코로나 종식으로 정상화할 필요성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분야는 2020년 삭감 기조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군사력
운영에 필수적인 법정(의무) 지출 및 준의무 지출을 제외한 재량적 지출에 대해서
예산 절감 소요를 식별하고, 절감된 재원을 국방개혁 2.0에 재투자하는 방향을 설
정해 볼 수 있다. 기준은 인구·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 코로
나 19 등에 따른 집행여건 변화, 금리·유가 변동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축소·조정
가능한 사업을 식별하는 것으로 부터 출발할 수 있다. 방위력 개선분야의 경우 해
외구매사업을 중심으로 현재 계약 진행 중이거나 미계약 사업들의 단기적인 연기
를 검토하되, 장비도입 시기가 늦어지거나 전력화 지연 등 군사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전력운영 분야는 각종 교육·훈련, 시설 공사비, 정
비사업 등 이월·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절감소요를 식별하여 대
응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증대되는 불확실성 및 재원 제약 하에서 선택
과 집중을 통해 군사력의 질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며, 운영상의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최근 재정지출이 급증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
용하기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93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정성과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대폭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94 즉,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필요성이
에 따른 군의 장비·난방 연료비 관련 불용액(△2,124억 원), 예비군 훈련 연기에 따른 절감액(△240억 원), 기동·
항공장비 정비사업 연부율 조정액(△720억 원) 등이 2차 추경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에 포함됨.
- 3차 추경에서는 방위력 개선사업 계약일정 변경에 따른 연부율 등 조정(△1,470억 원), 훈련장 일반교육·행정시
설 등 공사비 및 시설유지관리비 조정(△855억 원), 계약완료 장비획득·병참물자사업의 낙찰차액 등 반영(△301
억 원)
93 개별사업으로부터 벗어나 분야와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설정
94 2003년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시범 추진 이후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관리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제도를 지속적
으로 도입하여 왔다. 2004년 성과관리 내실화를 위해 정책·성과중심의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도입하였고, 2005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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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미시적인
단위사업 중심으로 작성되고 있어, 예산의 거시적·전략적인 방향성을 정립하기
곤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 위주의 성과관리에 한계가 있다. 그뿐만 아
니라 실무자 중심으로 추진되어 고위급의 관심이 저조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예
산환류(feed-back)나 동기부여 등 사후 조치에도 애로를 겪고 있다.
국방부는 재정당국의 지침에 따라 프로그램95 중심의 성과목표관리체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편 방향은 첫째, 성과목표관리를 기존의 단위·세부사업에서 프로그
램 중심으로 전환하여 상위차원에서 성과를 관리함으로써 전략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둘째, 기존의 사업담당자에서 고위급 중심으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
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부서 전체 차원에서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
다. 셋째, 국민체감형 성과지표 설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부 성과관리에 대한 이
해도를 증진시키는 것 또한 개편 목적의 하나이다. 예산과 성과에 대한 국민의 관
심도 증가가 예상되고 국민 참여 및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추진 일정은
2021년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국방부 성과목표 관리대상은 군수지원 및 협력, 예비전력관리,
군인사 등 13개 프로그램이다. 성과목표 달성 여부 등 성과평가 결과는 재정운용
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분석 결과 도출된 프로그램 내 세부사
업 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예산증액 또는 감액,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심층평
가96 등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97이 추진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할 거면 안 한다. 제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문적 관리를 위해 재
정성과평가관리단 신설 등 별도 대응조직도 구축하고 있고, 성과평가 결과를 국
무회의에 보고하도록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프로그램 중심의 성과관리가 안정적이고 실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첫째, 효율적 재정 운용을 통한 성과목표 달
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별 관련 성과지표, 목표치를 합리
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보완을 위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는 성과계획서ㆍ보고서, 자율평
가·심층평가·R&D평가 등 재정당국과 개별부처 주관의 다양한 성과관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는 재정 효율화
및 성과의식 제고 등에 나름 기여하고 있다.
95 프로그램이란 동일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위사업의 묶음으로 정책과 예산을 연결해주는 기본 단위
96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운용성과를 점검하는 사후적인 성과평가. 정책적 타당성 포함, 재정운용성과를 제고하기 위
한 종합적 개선방안 도출
97 투자우선순위 재조정, 순위가 낮은 사업은 감축하거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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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신중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중점사업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성과목표 달성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필요시에는 사
업에 대한 효율화 노력의 일환으로 성과실익이 없는 사업을 정리하고 개선하는 작
업도 동반될 수 있다. 성과와 연계된 예산절감 효과 등을 병행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포함한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적정 목표수준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의 효율화 요구가 점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성과목표
관리체계는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재원배분과 예산집행을 요구할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프로그램별로 예산투입의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고 신뢰성 있는 결과(outcomes)의 도출 및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부재정이 더욱 투명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국방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투입 및 과정상에서도 신뢰성 있는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효율성이 낮은 분야의 재원은 긴축재정 시
우선적 축소 대상이다. 성과를 진단하여 비효율성을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방안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전략적 성과관리를 통해 국방부 임무와
비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재정운용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
록 성과목표관리체계를 실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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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전적·혁신적 국방연구개발을 위한 기반 강화
국방연구개발이란 무기체계 획득방법 중 하나로서 우리가 보유하지 못한 기술을
국내 단독 또는 외국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연구하고, 연구된 기술을 실용화하여
무기체계를 생산ㆍ획득하는 방법을 말한다. 국방연구개발은 우리 군의 군사력건
설은 물론 방위산업 육성ㆍ발전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방연구개발에 대
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데, 2020년도 국방연구개발예산은 처음으로 4조 원
을 넘어섰다. 특히, 국방연구개발비 비중은 국방비 대비 8%를 돌파하였고 방위력
개선비 대비 24%를 넘어섰는데 이는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예산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국방연구개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방
향을 정립하였다. 100대 국정과제 중 88번 과제로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선정하고 주요 내용으로서 국방R&D 기획체계 개
선, 국가R&D 역량 국방 분야 활용 증진 등을 명시하였다. 국방개혁 2.0 중 방위
사업개혁 분야에서도 국방R&D 기획 및 수행 체계 개선, 국가R&D 역량의 국방 분
야 활용 증대 등을 소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 외에도 2019년도 ‘4차 산업혁명 스
마트 국방혁신’이나 2020년도 ‘스마트 국방혁신을 위한 방위사업 혁신 TF’ 등도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성을 기본으로 하여 2020년도 국방연구개발 혁신에 관련된 변화는 어
떤 것들이 있었는지 법률, 제도, 사업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법률에 있어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17163호, 2020. 3. 31.,
제정)이 제정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은 소요에 기반하여 무기체계 획득의 수단으로만 인식되었던 국방연구개발을 창
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로 전환하고 개방과 협업을 통해 국방과학기술을 혁
신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방위사업법」에서 관련 조항을 분리ㆍ독립하여「국
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함으로써, 미래 소요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도전
국방기술개발사업 근거 마련, 경직적이고 엄격한 기준의 계약 방식이 아닌 협약 방
식의 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 성실 수행 인정 범위 확대,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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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가능 등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98
둘째, 제도적으로는 신속시범획득 추진 등 시범ㆍ시연 중심의 사업준비단계(확보
해야 하는 능력 또는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되기 이전에 수행하는 모든 활동
을 총칭)에서의 활동을 강조한 것을 들 수 있다. 신속시범획득은 신기술이 적용된
국내 업체의 제품을 구매 후 시범운용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2020년도 최초로 30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1차 사업 4건이 결정되었고, 2차 사
업으로 12건이 추진되고 있다. 물론 신속시범획득 제도는 엄밀하게 따지면 국방
연구개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재 검토되고 있는 신개념기술시범 개선,
신속시제개발(가칭)로의 확장뿐 아니라 미래도전기술개발사업 등 다양한 혁신적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그 시작점으로서 의미가 있다.
셋째, 사업 측면에서는 핵심ㆍ신기술 및 비닉ㆍ비익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국방과학
연구소에서 전담하고,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민간업체로 이양하는 국방연구
개발 주관기관 조정을 구체화하였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기술변화, 급변
하는 안보환경, 방위산업의 연구인력 및 인프라 유지, 독자적 국방연구개발 수행
능력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특히, 2020년 6월 제128회 방위사업추진위원
회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사업으로 결정되었던 8건의 사업 중 4건
을 업체 주관 연구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4건의 사업은
KVLS-Ⅱ(한국형 수직발사체계), 경어뢰 성능개량, 130mm 유도로켓-Ⅱ, 장거리 공
대지유도탄(2차)이다.
2021년도 국방연구개발 분야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향도 법률, 제도, 사업 관점에
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2021년도에는 법률이 실제로 시행되고 제도가 도입되어
활성화되며 전환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
98 국방연구개발 협약제도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이『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협약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국방
연구개발사업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방식으로 수행되어 창의적인 연구개발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유사하게 협약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유연한 사업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성실 수행 인정 범위 확대: 연구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성실하게 연구개발을 수행한 것이 인정되면 제재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한해 적용되었으나 이를 일부 무기체계 연구개발까지 확대
함으로써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인정 가능: 국가에서 단독으로 소유하던 지식재산권을 민간업체와의 공동 소유로 전환하는
것으로, 민간의 참여 유인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각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17163호, 2020. 3. 31. 제정) 및 입법 관련 자료에
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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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중점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과제는 다
음과 같다.
첫째,「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
법」은 2020년 3월 제정되었지만, 실제 시행은 2021년 4월 1일로 정해져 있다. 2021
년도가 실질적인 변화의 해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법률 제정 당시 언론이나 방
위산업체 관계자 의견은 대체로 신법의 제정 취지와 정신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실
제로 구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법률뿐만 아니라 국방연구
개발사업 협약제도를 초기에 잘 정착시키는 것이라든지 성실 실패 제도의 인정 범
위 확대나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에 있어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적용할 것인지 등
구체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법률에서 다루는 대상인 국방과학연구
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산업체의 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리고「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
획」이 현재까지 보이는 바로는「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와의 차이점이 명확하
게 드러나진 않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법률의 취지와 정신을 어떻게 계획에 반영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신속시범획득제도의 성공적인 정착뿐 아니라 도전적이고 혁신적으로 국방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과거 신개념기술시범 제도도
유사한 취지로 추진되어 2012년도 한 해 예산이 100억 원에 이르기도 했었으나,
점차 규모가 축소되고 관심이 낮아져서 2019년도 예산 635만 원 이후 실적이 없
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이유로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
고 군 소요결정과의 연계가 미흡하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절차 및 회의
그리고 산출물 요구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외국에서는 국방연구개발 전
반에 걸쳐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을 국방 부문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았던 미국의 DIU(Defense Innovation Unit), 영
국의 DASA(Defence And Security Accelerator)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 외
에도 많은 나라에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
다. 이스라엘의 작전적 시연(Operational Demonstrator)은 소요에 기반하지 않
고 R&D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기존 국방획득사업과 비교했을 때 파괴적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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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연한 사업관리가 가능하다. 작전적 시연으로 추진된 아이언돔 대미사일 포대
(Iron Dome Antimissile Battery)는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실전에 투입되기도 했다.
호주는 모험적 연구를 지원하는 차세대기술펀드(Next Generation Technologies
Fund), 혁신기술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국방혁신허브(Defence Innovation
Hub)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 제도의 공통적인 특징은 단순히 사업을 선정하여 예
산을 지원한 것 이상으로 행정절차를 대폭 효율화했다는 데에 있다. 미국 DIU는
계약까지의 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CSO(Commercial Solutions Opening)
를 적용하고 있고, 영국 DASA에서는 정부가 사업을 정하는 테마경쟁(Theme
Competition) 외에도 업체에서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는 오픈콜(Open Call)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호주도 국방혁신을 위해 절차의 유연화와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 사례를 교훈으로 하여 향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국
방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방연구개발 주관기관 조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
하고 지원해야 한다.99 국방연구개발 주관기관의 조정은 이번 정부 들어 새롭게 추
진하는 것이 아니라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고, 2011년에는
2020년과 유사하게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사업을 업체 주관으로 전환하
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방위사업체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충분한 준
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충분한 준비 없는 전환에 대해 각 군은 전력
화 시기 지연과 요구성능의 미충족, 방위사업청은 사업관리 부담 증가, 국방과학
연구소는 사업 감소에 따른 연구인력 축소 또는 조정, 방위산업체는 사업 위험성
증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업체로 하여금
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보장하는 것이다. 업체 주관 연구개
발사업으로 바로 결정된 사업과는 달리 4건의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에서
업체 주관으로 전환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소요결정, 사업추진기본전략 등이 국방
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 중심으로 검토하여 추진되었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
99 국방연구개발 주관기관 조정: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사업을 업체 주관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방과
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사업은 협상, 계약, 사업관리, 시험평가, 설계 등에 있어 국방과학연구소가 검토/승인 역할
을 맡고 통합사업관리팀(IPT)에서는 전체적인 조정/통제와 선행연구/사업추진기본전략 작성 등을 담당한다. 그
러나 업체 주관 연구개발사업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접적인 관여 없이 IPT와 업체에서 해당 업무를 모두 수
행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감사결과 보고서 - 국방연구개발 추진실태』(감사원, 2015)의 35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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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준비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설계를 담당하고 업체
에서 상세설계와 시제를 담당하던 구조에서 업체에서 설계까지 담당하려면 인력
확보를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 두 번째 주관기관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여건으
로 사업 예산의 증액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고급 전문인력이 투입되는 설계
업무를 업체에서 수행하게 되면 그만큼의 인건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다. 그 외에
도 국방과학연구소의 각종 인프라 사용을 위한 직ㆍ간접적인 비용은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였던 사업관리 기능만큼
을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역량의 보강이 필요할 것이다. 업체 주
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업무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업무와 비교하면 4배 증가하게 된다는 방위사업청 고위관계자의 평가대로라
면 해당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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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군수지원 능력 강화
군수지원은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획득, 조달하여 적시에 적재 적소에 보급하고
전투 부대의 소요를 충족하는 행위를 뜻하며,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는 군수품
및 군수역량을 통틀어 지칭한다. 현대에는 통신기술 및 정보화 발전으로 인해 각
부대가 상호 연결되고 첨단장비가 다수 보급되어 과거 대비 군수지원의 범위가 확
대되고 기술적 요소가 커졌으며 많은 예산을 소모하게 되었다. 특히 2020년과 같
이 코로나 19의 유행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일어나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전투
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수지원의 효과가 극대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
투입 및 발전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2020년에 발생한 관련 환경
변화 및 실태를 검토하고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식별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국제환경 측면을 살펴보면, 원자재 수급의 불확실성 증대 및 북한 신무
기의 위협을 주요 영향 요소로 볼 수 있다. 2020년은 코로나 19의 세계적 대유행
으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 및 사회가 심대한 타격을 받은 한 해였다. 그 결과 미국,
유럽 등 서방의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은 감소한 반면, 빠르게 경제를 회복한 중국
은 대외 영향력의 확대를 꾀하는 움직임을 지속하여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대되
었다. 그리고 한-일 무역 마찰로 인한 반도체 관련 소재의 수급 제한과, 미-중 무역
마찰로 인한 미국의 대중 경제 제재는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고, 우리 군의 장비 및 소재, 부품 공급의 불확실성 역시 확대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2020년 10월에 신형 방사포 등 대한민국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
는 다수의 신무기를 공개하였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 무기체계의 도입
과 함께 지속적인 전투준비태세 확충 또한 필요한 실정이다.
두 번째로 인력 정예화 측면을 살펴보면, 병역 자원 감소로 인해 병역 정예화의 노
력이 주요 영향 요소로 식별되었다. 2019년의 인구증가율은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래 최저인 0.2%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되돌리기 어려우며 인구감
소로 인한 징집자원 감소는 명약관화한 실정이다. 병력 감축 상황에서의 전력 유
지를 위해 국방개혁 2.0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군의 병력은 감소 일로
에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전투력 유지를 위해 첨단 무기 도입과 병행하여, 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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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100 등 개선된 개인 장구류의 도입 및 확산을 통해 병사 개개인의 전투력 정
예화를 위한 노력 중에 있다.
세번째로 국방예산 측면을 살펴보면, 코로나 19 대응으로 인한 국방예산의 감축
이 심각한 영향 요소로 식별되었다. 2020년 국방예산은 최초 약 50.1조 원으로 편
성되었으나,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 예산 확충을 위해 약 1.8조 원 정
도의 국방예산이 삭감된 바 있다. 향후로도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해 국방예산 증
가에는 한계가 노정되어 있으며, 글로벌 호크 및 F-35 등 신규 도입중인 첨단 무기
체계는 획득비뿐 아니라 운영유지비 역시 매우 고가여서, 장비유지를 위한 전력운
영비는 미래에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네 번째로, 기술진보 측면을 고려하면, 미래전 양상을 뒤바꿀 게임 체인저로서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진보된 드론 기술이 주요 영향 요소로 식별되었다. 2020년 9월
부터 6주간 벌어진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전쟁에서는 드론이 무기체계로서 대
활약하여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으며 정밀유도폭탄을 탑재
한 드론은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인명피해의 우려 없이 산악
이나 참호에 은폐된 적 장비 및 병력에 대한 정밀 폭격을 수행하였다. 이는 비정규
전이 아닌 정규전에서도 드론이 효과적인 무기체계로 기능함을 입증한 것으로서,
향후 미래전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군은
2018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내에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하는 등 드론을
전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그 기능은 주로 감시 및 정찰
분야에 국한되고 있다. 또한 드론을 군수지원에 활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된
바 있으나, 중장기 계획 없이 추진되어 실제 전력화는 요원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영향 요소들을 종합하면,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국방예
산, 병력, 소재 및 기타 군수지원 기술과 자원의 확보에 있어 현상유지를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2021년의 군수지
원 대응 방향을 설정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국제환경 측면에서는 금년과 같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
100 워리어플랫폼(Warrior Platform): 장병 개인에게 지급되는 선진형 전투 장비·장구류·피복류를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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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코로나 19의 대유행은 백신 출시 전까지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른 민생 지원
예산의 확대로 국방예산 증가는 한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의 47대 대통
령으로 조 바이든이 당선되었으나, 지난 4년간 지속되어 온 미-중 무역 마찰은 봉
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또한 한일 간 무역마찰도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어, 소재 및 부품 공급 불확실성은 계속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주요 부품 국산화, 유럽 및 미국으로의 부품 보급선 다변화, 주요 핵심 부
품의 적정 비축 등의 대책을 통해 지속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두 번째로 인력 정예화 측면에서는 워리어플랫폼을 포함한 전력지원체계101의 발전
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현재 병력 정예화의 핵심은 육군 중심
의 워리어플랫폼 도입이다. 그러나 워리어플랫폼은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가 병
존하고 있는 발전 도상의 체계로서, 민첩하고 효과적인 전력화를 위해, 획득제도
및 조직체계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난제가 다수 존재한다. 향후 이 분야
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민군 협력, 신속획득제도 활성화, 전력지원체계 전담연구
기관 확립 등 발전된 민간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정비가 필요
하다.
세 번째로 예산 측면을 고려하면 원활한 군수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유지비 예
산 확보가 절실하다. F-35 등 첨단장비의 신규 도입, PBL102 대상 장비의 확대, 워
리어플랫폼 전군 확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 국방예산 중 전력운영비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적정 운영유지비의 분
석 및 예측을 통해 국방예산의 효율화를 꾀하고, 군수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획
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네 번째로 기술진보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지속적 도입 및 통합이 지속
되어야 한다. 미군은 2018년부터 새로운 미래전 개념인 “다영역 작전(MDO103)”을
정립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밀군수(Precision Logistics)개념을 수립하
고 이에 필요한 기술들을 선정하여 다방면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 군 역시 향
101 전력지원체계(Nonweapon System): 무기체계를 지원하는 장비·물자·시설·S/W등의 제반 요소를 총칭한다.
102 성과기반군수지원(PBL:Performance Based Logistics): 체계제조업체가 군수지원을 전담하는 군수지원계약 형태
를 의미. 고가이나 대체로 장비가동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103 다영역 작전(MDO: Multi-Domain Operations):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 영역을 포함하는 미군의 미래
작전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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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병력 감소 추세 및 북한의 강화된 신무기와 전력을 고려하면, 무기체계 분야와
함께 군수지원 분야에서도 질적으로 상대를 압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특
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입 및 통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민군 협력의 지속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을 예로 들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분야 도입과 효과
기술

기술
방산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체, 물류
로봇/
시설과 군 사이의 생산라인/물류 자동
자동화
화 도입
자율주행/ 자율주행기술, 수소 연료전지를 활용
대체에너지 한 저소음 수송 기술의 수송 차량 적용
지하형 스마트 탄약고, 탄약 운반을 위
시설자동화/
한 병사 외골격 장비 도입 등 실전에 대
웨어러블
비하는 탄약 준비태세 확립
군수통합정보체계의 빠른 안정화 및
AI/클라우드
AI/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적
컴퓨팅
정 수요예측 및 재고관리
3D프린팅 등 적층생산기술을 활용한
적층가공
수리부속 제작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5G 등 초
VR/AR
고속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가상
교육/훈련/정비 체계 수립
빅데이터, IoT 기술을 활용한 CBM+(향
빅데이터/
상된 상태기반정비) 개념을 적용한 예
IoT
측 정비
드론
드론을 이용한 보급/수송 활용

도입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민군 협력 강화
전시 필수 화석연료의 일부 대체
평시 인력 소요 및 피로도 감소
인력 소요 및 피로도 감소
탄약 수명 증대를 통한 예산 절감
분석 예측력 강화로 재고 수준 감소 및
조달 시간 단축 등 효율화 달성
야전정비 효과성 향상
코로나 19 위협에 대비하는 비대면 기술
수요에 대응
수리부속 조달시간 단축
장비가동률 향상
원거리 지속지원 능력 향상

특히, 드론 분야는 여타 분야에 비해 그 발전속도가 가히 혁명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군의 활용성이 낮은 분야이다. 따라서 드론 분야가 선진국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신속한 기술적 추격 및 드론 장비의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 미래전에서
드론의 역할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감시정찰
기능을 포함한 전투체계로서의 드론과 함께, 군수지원 기능을 갖춘 드론의 활용
도 확대될 것이다. 우리 군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발전된 드론을 도입하여 수송 및
군수지원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재밍104 장비 등 항드론 능력
의 보유 역시 필요할 것이다. 미래환경에 부합하는 군수지원 발전을 위해서는 드
104 재밍(Jamming): 적군의 전자 장비들의 성능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기술을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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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기술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서 파생된 신기술의 활용 및 통합이 필수적이
며, 기존 체제에 안주하여 기술적 혁신을 외면한다면 미래 전쟁의 승패를 담보하기
위한 군수지원의 효과성 증대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미래 군수지원 발전을 위한 이슈는 무수히 많으나, 당분간은 코로나 19의 창궐 등
으로 인해 군수지원 발전을 위한 국방예산의 충분한 투입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우리 군은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부터 한 가지씩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2021년에 우리 군이 진행할 현실적 대응방안을 다음의 3가지로 정리
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양보다 질 중심의 군수능력 배양이 필요하다. 코로나 19 대응으로 인해
국방예산의 충분한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군수지원에 있어 양적인 요소보다
는 질적인 요소를 강화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량의 물자획득이 어려
워도, AI기술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수요 및 재고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면, 각
군이 보유한 주요 무기체계의 장비가동률 저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과업에는 현재 전력화 테스트 중인 군수통합정보체계의 안정화, 센서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정비능력 효율화, 운영유지비 분석을 통한 무기체계 장비
유지비 소요의 예측 능력 강화 등이 있다.
두 번째로는 미래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정책적 통합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즉, 로봇 자동화, 자율주행, 대체에너지, 웨어러블, AI, 적층가공, 가상현실,
빅데이터, IoT 및 드론 기술 등 다양한 4차 산업혁명 파생 기술을 활용한 미래 군
수 능력의 연구 및 활용의 지속이 필요하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또한 미래를 대비하는 고난도 기술의 연구개발도 계속 진행되어야 하나, 이와 함
께 사용자 요구에 민첩하게 부응하는 적정 기술수준 장비를 빠르게 획득할 수 있
는 신속획득제도의 활성화 등 정책적, 제도적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워
리어플랫폼의 경우 민간의 기술 발전이 매우 빠르므로 이를 민첩하게 적용하기 위
한 신속한 시험평가 및 전력화 제도가 완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군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의 선순환 흐름을 구축해야 한다.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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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1월 국방부는 “군수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는 민·군 합동으로 군수 자원의 효율성 강화를 지속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기술 혁신은 민간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군은 이러한
혁신이 군 내에 효과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 19 확산
으로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방산시장의 불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는 2021년에는 그
러한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방산기업을 주축으로 민·군협력을 통해 국방
수요와 민간공급이 조화되는 선순환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계
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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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중기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임무중심 재원배분체계 제도 발전
임무중심 재원배분체계는 ‘기획’과 ‘계획’의 연결이라는 취지로 2016년부터 시작되
었다. 여기서 기획과 계획의 연결이라는 것은 국방정책, 군사전략 등 기획단계에서
제시하는 상위개념에 부합하도록 계획단계에서 재원을 배분하고, 재원배분 결과
를 기획단계의 상위개념과 연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자는 것이다.
상위개념에 부합하도록 재원을 배분하고 이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실제
로는 여러 제한사항이 있다. 첫째는 재원 배분 분류구조의 문제인데, 중기계획이
나 예산이 기능별 재원 배분 구조, 예를 들어 방위력개선 분야의 경우, 기동전력,
해상전력, 공중전력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상위개념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반영
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두 번째로 기획단계에서 제시하는 상위개념이 구체
적이지 않아 계획단계에서 재원배분 우선순위 판단 기준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
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임무중심 재원배분체계가 시
작되었다.
임무중심 재원배분체계의 주된 내용은 기획과 계획의 연결이라는 개념 구현을 위
해 기획단계에서는 국방정책, 군사전략에서 제시하는 군사 임무를 목표 수준을 포
함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계획단계의 실질적인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계획
단계에서는 제시된 군사 임무달성에 충실하도록 재원을 배분하고 그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임무별 투입 재원과 효과’로 제시하는 것이다.
임무중심 재원배분체계는 이러한 취지와 개념을 반영하여 3단계 절차에 따라 수
행된다. 먼저 기획단계에 해당하는 1단계에서는 위협별로 임무를 식별하고 임무
의 목표를 구체화하여 설정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설정된 임무와 목표를 기
준으로 현 능력과 계획된 소요들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소요 우선순위 등 중기계획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2단계 결과를 반
영하여 중기계획을 작성하고 재원 배분의 결과를 임무중심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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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임무 식별ㆍ목표 설정

2단계
현 능력ㆍ기여도 평가

위협 분야 선정

평가 기초자료 구축

위협별 작전임무 선정
임무별 목표 설정 /
시나리오 작성

현 능력 평가 /
소요의 능력 기여도 평가
위협별 중요도 평가 /
능력 중요도 평가
능력별 증강 시급성 /
개별소요의 작전효과 판단

3단계
재원배분ㆍ결과제시
증가계획 재원배분

임무중심 재원배분
결과 제시

[그림] 임무중심 재원배분 체계 3단계 절차

임무중심 재원배분체계는 통합소요검증105 방법론을 활용하여 방위력개선 분야에
대해 2016년에 최초 시범 수행되었고 분석의 범위를 확장하고 제도를 보완해 가며
총 4년째 시범 수행되고 있다. 최초 북한 핵·WMD 위협을 대상으로 범위를 한정
하여 수행하던 것을 2017년에는 북한 재래식 전면전, 국지도발 위협을 포함 확장
하여 수행하였고 2019년에는 전 위협 분야를 대상으로 통합소요검증과 통합, 임
무중심 재원배분체계로 일원화하여 시범 수행하였으며 2020년에는 여기에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결과 제시범위를 확대하여 수행 중이다.
비록 짧은 기간이긴 하나 네 번의 시범수행을 거치면서, 임무중심 재원배분체계의
취지, 필요성, 방법론에 대해서는 국방부를 비롯한 합참, 소요군 간의 공감대가 형
성된 것으로 보인다.106 범위를 확대해서 수행해왔고 지금은 거의 모든 관심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확장보다는, 공식적인 수행을 위해서 관련 절차를
훈령에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제도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해서 결과의 구체적인 활
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2021년에는 제도 정비, 중기
계획 작성 지원 관점에서 결과 활용방안 구체화, 3단계 재원배분 결과 제시방안 구
체화를 통해 임무중심 재원배분체계를 제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수행되는 형태의 임무중심 재원배분체계
는 관련 규정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은 임무중심
105 통합소요검증은 전력소요검증의 일부로 역시 중기계획 작성 지원을 목적으로 신규소요의 우선순위를 분석하는 업
무이며 2014년부터 수행되어왔다.
106 2020년 합참 전투발전부는 임무를 정의하고 능력에 대한 부족도를 평가하는 임무중심 재원배분체계와 유사한 방
식으로 능력평가 수행 방식을 전환하였다.

2021 국방정책 환경 전망 및 과제

재원배분체계의 개념만 서술하고 있으며107,「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는 기존 통
합 소요검증 관련 내용만 서술되어 있다. 통합 소요검증 또한, 일원화 수행으로 인
한 변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수행내용과 상이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 임무중심 재원배분체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
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동안은 시범수행 성격으로 추진 방향이 불명확하여 개
선 방향도 모호하였지만, 현재는 일원화 시범 수행의 2년 차로 수행 방식이 정착
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공식수행을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
요하다.
훈령 개정 방향은 다음의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다. 첫 번째 방식은 전력
발전업무훈령의 통합 소요검증 관련 내용을 현재 수행 중인 임무중심 재원배분
체계의 내용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내용상으로
는 임무중심 재원배분 체계의 취지를 구현하면서 규정개정 소요가 적어 즉시 적용
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통합소요검증 명칭을 유지하게 되므로 관련한
혼동이 있을 수 있다. 더 큰 제약사항은 통합 소요검증의 범위는 중기계획작성을
지원하는 2단계까지로 이후의 절차인 3단계에 대해서는 훈령 반영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은 임무중심 재원배분체계를 위한 별도의 훈령을 제정하는 것이다.
통합 소요검증을 전력소요검증에서 제외하고 임무중심 재원배분체계를 국방기획
관리기본훈령 또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별도의 절로 포함하는 것이다. 이 경
우, 3단계를 포함한 임무중심 재원배분체계를 훈령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으며, 향
후 방위력개선 분야뿐만 아니라 운영유지 분야를 통합한 의사결정 지원 체계로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다. 하지만, 규정개정 소요가 많아 관련 기관의 충분
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통합소요검증의 삭제에 따른 문제 소지에 대
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임무중심 재원배분체계의 공식성 확
보를 위해 현재는 전력소요검증위원회에 소요 우선순위를 상정하여 의결하고 있
는데, 관련 내용을 훈령에 포함하거나 공식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
는 것도 요구된다.
107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3장 11조(역할) 1항. “기획단계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에서 제시하는 임무를 구체화하여
임무를 중심으로 재원배분이 제시되고 확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획과 예산을 연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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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기계획 작성 지원 관점에서의 결과 활용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여기서
결과는 2단계에서 산출되는 능력 우선순위와 소요 우선순위를 의미한다. 이제까
지는 2단계 결과를 국방중기계획 수립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결과 활용방안 제시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있다. 활용방안을 구체화하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융통성을 해칠 수 있고 불필요한 관련 기관 간의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는 지적도 있는 반면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활용도가 낮아질
것이고 체계 자체의 취지를 구현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러한 견해차는
활용안의 ‘내용’에 따라 좁혀질 수 있을 것이다. 결과의 공신력 확보, 결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어느 정도 융통
성을 보장하는 활용 지침을 제시하고, 결과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절차, 조치기한,
미제출 및 결과 미반영 시 조치방안 등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초 임무중심 재원배분체계의 취지 구현, 즉 ‘재원배분 결과를 기획
단계의 상위개념과 연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2016년 최초 시행 시에는 북핵·WMD 위협 대응을 위한 3대 임무에 대해서 임무
별로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며, 그 예산 투입으로 인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를 제시하여, 설명 자료로서 유의미함을 확인한 바 있다. 이후의 확대된 수행에
서는 작전개념 변화, 중기계획 작성 지연 등 여러 상황변화로 인해 이 부분이 수행
되지 않았다. 3단계는 국방부가 수행하는 업무로 정의되어 있으나, 현재의 확대된
수행에서 직접 분석을 수행하지 않은 국방부가 결과 제시 자료를 자체적으로 작
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설명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분석전문기관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결과 제시 형태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지나치게 각 기관의 이해관계 속에 2단계 결과에
관심이 쏠려 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기계획을 설명하는 자료로서 임
무별 투입 재원과 효과를 제시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