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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미국의 대중국 균형전략 분석

양희용 (육군사관학교)

1. 서론
2. 세력균형이론과 균형전략
3. 분석틀
4. 미국의 대중국 균형행위
5. 결론

본 논문은 세력균형에 대한 방법론적 보완을 통해, 미국이 새로운 지역
패권국의 등장을 저지하기 위해 균형행위를 펼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편
적 수용성에도 불구하고 세력균형은 개념적으로 빈약했다. 특히 균형행위
에 대한 미흡한 개념적 정의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에 대한 주목과 더해져,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전통적인 균형전략을 펼칠 의도가 없거나 혹은 있더
라도 현 단계에서는 그 과업을 주변국에게 전가하는 이른바 역외균형자의
역할에 머물러 있다는 현실인식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일부 현
실주의자들의 이론은 물론, 미국이 공개적으로 중국을 역내 패권을 노리는
현상타파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과도 상충한다. 이에 본 논문은 균형의
개념이 단순한 내적, 외적 구분에 더해 군사력 개발과 사용의 측면을 포함
해야 한다는 최근의 논의에 주목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미국의
균형행위를 포착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
국이 (1) 군사력의 전진 및 분산 배치, (2) 새로운 대중국 군사전략개념 구
체화, (3) 비스마르크식 중첩 군사협력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3가지 축을 중
심으로 대중국 균형전략을 펼치고 있음을 강조한다.
| 주제어 | 미중경쟁, 현실주의, 세력균형, 균형전략, 인도-태평양

1. 서론
중국의 부상은 국제적 힘의 분포를 변화시키고 있다. 1980년대 실용주의 노
선으로의 대전환 이후 중국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2010년에는 일본을
넘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했다. 국제통화기금을 포함한 금융기관
들은 2030년에 이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고 있다. 경제성장을 통해 축적된 자본은 군사력의 비약적인 향상으로 이어지
고 있다. 2017년 시진핑은 2049년까지 미국을 넘어서는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다는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패권국에게 잠재적 경쟁자의 등장만큼 거슬리고 위협적인 것은 없다. 미중관
계에 대한 전망은 저마다 상이하지만, 협력보다는 경쟁에 방점을 두는 학자들은
중국의 지속적인 부상이 세력경쟁을 통한 세력전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
본다.1) 공격적 현실주의의 관점에 따르면, 국제정치를 지배하는 기본원리들은
중국이 지역패권을 추구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서반구의 패권을 쥔 미국과의 충
돌을 야기한다.2) 한편, 전쟁의 가능성을 정적인 ‘극성’ 보다는 유동적인 ‘힘 격
차의 변동’으로 설명하는 코프랜드(Dale Copeland)는 ‘두 강대국 간의 경쟁에
서 군사적으로 우세한 국가가 경제력과 잠재력의 쇠퇴에 빠지게 되면 예방적 차
원에서 공세적인 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증대한다’라고 주장한다.3) 요컨대,
패권국의 입장에서는 잠재적 경쟁자가 대등한 경쟁자로 성장하기 전에 미리 견
제하고 봉쇄하는 것이 유리하다.4)
1) 미중 구도에 대한 전망은 ‘경쟁학파’와 ‘협력 또는 공존학파’로 양분된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양국의 대립이 더욱 첨예화 될 것으로 예상하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Graham
Allison,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Boston: Mariner Books, 2018); Asron L. Friedberg, A Contest for Supremacy:
China, America, and the Struggle for Mastery in Asia (New York: W.W. Norton,
2011). 반대 입장을 담은 연구는 다음을 참조. David Kang and Xinru Ma, “Power
transitions: Thucydides didn’t live in East Asia,” The Washington Quarterly, 41-1
(2018), pp. 137-154
2)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W.
Norton, 2014), pp. 370-380.
3) Dale Copeland, The Origins of Major Wa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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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연구자들의 주장처럼 냉전의 종식과 함께 패권적 지위를 획득한 미국이
자유주의적 질서 확산에 몰두해온 것이 사실이지만,5) 적어도 이라크 전쟁의 실
패 이후에는 달라진 중국의 위상에 눈을 뜨고 견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오
바마 행정부 들어 미국은 ‘아시아 회귀’ 또는 ‘재균형’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전
략적인 선언을 내놓았다.6) 그것이 외교, 경제, 군사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전략
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후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는 주로 군
사분야에서 일어났다.7) 예컨대, 미국이 보유한 전략자산을 아태지역을 중심으
로 재조정하는 동시에 순환배치의 형태로 군사력을 추가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8) 이후 미국은 군사력의 분산 배치, 전략적 유연성 증대, 동맹 및 우
방국 역량 강화, 군사력 투사를 위한 해군력증강, 공해전(Air-Sea Battle)이라
는 새로운 전략개념 도입 등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이행해왔
다.9) 중국의 세력 증강을 염두에 둔 일련의 조치임에 분명하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재균형이라는 용어는 폐기되었지만 견제의 날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2017
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대체하려는 현상타파
적 의도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군사전략을
4) 미어샤이머는 중국의 지역패권국화를 막기 위한 최적의 전략이 봉쇄(Containment)라고 단
정 짓는다 (2014, p. 384).
5) John Mearsheimer, The Great Delusion: Liberal Dreams and International Realit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8); Stephen M. Walt, The Hell of Good
Intentions: America’s Foreign Policy Elite and the Decline of US Primacy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18). 미어샤이머는 미국의 개입이 자유주의적 패권
주의(liberal hegemony)에 이념적 기반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며, ‘자유주의 질서 확산이
분쟁을 억지하고 국제적 안정을 도모할 뿐 아니라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국익과도
부합한다는 망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역설한다(pp. 152-187).
6) The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Obama to the Australian Parliament” (17
November 2011); Hillary Clinton, “America’s Engagement in the Asia-Pacific,”
Kahala Hotel, Honolulu, Hawaii (28 October 2010).
7) Robert Sutter, Michael E. Brown, and Timothy J. A. Adamson, “Balancing Acts: The
U.S. Rebalancing and Asia-Pacific Stability,” Sigur Center for Asian Studies
(2013), p. 12.
8)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January 2012).
9) Mark Manyin et al., “Pivot to the Pacific? The Obama administration’s rebalancing
toward Asia,”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2), pp.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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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치고 있다고 공표했다.10) 2018년 미 국방부는 ‘중국이 단기적으로는 인도-태
평양에서 지역패권을 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글로벌 우위를 추구
할 것’을 기정사실화하며, 이를 견제하는 것이 국방전략의 핵심이라고 했다.11)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는 물론 무역과 과학기술의 영역에서도 견제의 날을
세우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현실주의적 세계인식과 새로운 지역패권국의 등장을 막겠
다는 의지의 표명은 균형전략의 관점에서 미국의 군사행위를 바라볼 수 있는 단
초를 제공한다. 예컨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적 행동을 세력균형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는 없는가? 탈냉전기에도 균형이론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
지만, 본 연구가 주목하는 균형행위의 주체, 대상, 방법에 천착하는 연구는 제
한적이었다. 먼저, 균형전략은 주로 전통적인 맥락, 즉 패권국에 대한 강대국들
의 대응을 분석하는데 주로 활용되어 왔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들은 탈냉전기
미국에 대한 균형의 부재를 단극이라는 구조 또는 중심국가(미국)의 특수성으로
설명하거나,12) 전통적 균형전략과 구분되는 새로운 양상의 전략, 이른바 연성
균형의 양태를 분석하는데 집중하였다.13) 그런 가운데 미국의 대중전략에 있어
서는, 경제적 상호의존성 심화로 인해 전통적인 균형 대신 헤징에 의존하고 있
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둘째, 균형이론은 미국보다는 중국 주변국들의 반응
을 이해하는데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리프(Adam Liff)는 현실주의 이론이 상
정하는 균형행위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일부 분석과는 달
10) Donald J. Trump,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Washington D.C. (2017), pp. 25-27.
11) Jim Mattis,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partment of Defense, Washington D.C. (2018), p. 2.
12)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을 참조. William C. Wohlforth, “Revisiting Balance of Power
Theory in Central Eurasia,” in T.V. Paul, James J. Wirtz, and Michel Fortmann
(Eds.), Balance of Power: Theory and Practice in the 21st Centu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pp. 214-238; John M. Owen, “Transnational
Liberalism and U.S. Primacy,” International Security, 26-3 (Winter 2001/02), pp.
117-152.
13) Robert A. Pape, “Soft Balancing against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Security,
30-1 (2005), pp. 7-45; Paul, Thazha V. “Soft balancing in the age of US primacy,”
International Security, 30-1 (2005), pp. 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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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주변국들이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에 대응하여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균형
전략을 펼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14) 끝으로, 일부 학자들이 균형이론의 관점
에서 미국의 행위를 분석한 사례가 있지만, 논의의 본질은 현실 보다는 당위에
가까웠다.15) 다시 말해, 현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보다는 정책 제안에 방점을
두었다. 역외균형자론이 대표적인데, 이를 내세우는 학자들은 미국이 유럽, 동
아시아, 중동 등 실질적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불필요하게 개입하고 있
다는 현실인식 하에 전략적 축소(Retrenchment)를 바람직한 대전략으로 제시
한다.16)
축소에 대한 요구와 현실은 동떨어져 있다. 오바마 행정부 이후 미국은 군사
력 재배치, 군사협력 강화, 동맹 재조정 등을 통해 역내 군사적 역할을 지속적
으로 증대해 왔으며, 그러한 움직임은 중국에 대한 견제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본 연구는 균형이론의 관점에서 미국 군사전략의 현주소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
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균형이론에 대한 기존의 논의
를 살펴본다. 이때, 전통적인 균형이론이 지녔던 한계에 주목하고, 방법론적 보
완을 통해 균형이론의 유용성을 회복하고자 하였던 리프의 연구를 검토한다. 둘
째, 리프의 분석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미국의 군사적 행동을 보다 체계적으
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재구성한다. 셋째, 마련된 분석틀을 통해 미국의 군사
활동을 조망한다. 이를 통해 미국이 (1) 군사력의 전진 및 분산 배치, (2) 새로운

14) Adam P. Liff, “Whither the balancers? The case for a methodological reset,”
Security Studies, 25-3 (2016), pp. 420-459.
15) 한 예로, 텔리스(Tellis)는 미국이 군사적 대응 뿐만 아니라 경제적, 외교적 조치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대중국 균형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한다. Ashley J. Tellis, “Balancing
without containment: A US strategy for confronting China’s rise,” The Washington
Quarterly, 36-4 (2013), pp. 109-124.
16) Stephen M. Walt, “US Grand Strategy after the Cold War: Can Realism Explain It?
Should Realism Guide It?,” International Relations, 32-1 (2018), pp. 3-22; Barry
Posen, Restraint: A New Foundation for U.S. Grand Strateg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14). 미어샤이머와 월트의 공동 연구 역시 역외균형을 대전략으로 제
안하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동북아에서 만큼은 미국이 ‘필수불가결한 국가
(indispensable nation)’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John Mearsheimer and Stephen M.
Walt, “The Case for Offshore Balancing: A Superior US Grand Strategy,” Foreign
Affairs, 95 (July/August 2016);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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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전략개념 구체화, (3) 비스마르크식 중첩 군사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통
해 대중국 균형전략을 펼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세력균형이론과 균형전략
가. 전통 균형이론에 대한 도전
17세기 근대국가의 형성과 함께 세력균형은 국제정치의 핵심개념으로 자리매
김하였다. 하지만 보편적 수용성에도 불구하고, 체제의 작동에 대한 설명력, 국
가 대외정책의 지침으로서의 적절성, 개념적 빈약성, 도덕성 등을 둘러싼 논쟁
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예를 들어 근대유럽사 연구에 천착해온 슈레더
(Paul Schroeder)는 “세력균형이 유럽정치를 설명한다기보다는 유럽의 정치사
에서 발생했던 일들이 세력균형 개념의 변화를 설명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
다”17)라고 하면서 개념과 작동원리의 모호성을 비판한 바 있다. 실제로 세력균
형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것은 개념의 과잉이다. 세력균형을 옹호하거나 비판하
는 학자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실을 이
해해 왔다.
포퍼(Karl Popper)의 비유처럼 이론이 현실을 잡기위한 그물이라면,18) 균형
이론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은 국제정치라는 그물망을 촘촘하게 만드는 과정이
다. 이번 장에서는 분석틀 구성을 위한 준비단계로 균형전략에 대한 논의를 검
토한다. 먼저 세력균형 및 균형전략의 핵심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이어 탈냉전
기 균형이론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균형전략의 변용이 제시되는 가운데,
전통적 균형전략을 복원하기 위한 최근의 이론적 시도를 살펴본다.
17) Paul Schroeder, “The Nineteenth-century System: Balance of Power or Political
Equilibrium?”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15 (1989), p. 141.
18) Karl Popper,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Oxford: Routledge, 2005), pp.
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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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주의 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균형전략을 통해 안보와 안정성을 추구한다.
실제 근대 역사는 균형전략이 강대국들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
으로 활용되어 왔음을 보여준다.19) 전통적인 균형전략은 현실주의의 4가지 기
본전제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국제체제는 국가를 넘어서는 권위체가 없다는
의미에서 무정부주의이다. 둘째, 무정부주의는 모든 국가들이 독립적인 정치체
로서의 생존을 제일가치로 추구하도록 요구한다. 셋째,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스스로 패권국이 되는 것이다. 끝으로, 세력경쟁은 국제정치의
불가피한 현실이 되어, 패권국의 등장에 위협을 느낀 국가들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균형행위에 의존한다.20) 월츠는 세력균형이론이 ‘단일한 행위자인 국가는
좁게는 생존을, 넓게는 전지구적 지배를 추구한다’라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함을
강조하면서, 그로 인해 국가들은 경제력 향상, 군사력 증강, 새로운 전략 개발
과 같은 ‘내부적 노력’과 자국 동맹 강화와 상대국 동맹 약화와 같은 ‘외부적인
노력’을 병행하게 된다고 주장한다.21) 요컨대, 균형전략의 일차적인 목적은 국
가의 생존과 주권의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며, 부수적인 목표는 타 국가가 지배
적인 국가가 되어 자국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양극체제의 종식과 상호의존성을 심화시킨 세계화는 균형이론에 대한 도전으
로 이어졌다. 현실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더불어, 균형이론이 그 실효
성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22) 먼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연합의 부재는 패권국에 대항하는 동맹의 형성을 국제체제의 기본 작동원리로

19)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New York: McGraw-Hill, 2005).
20) 드물기는 하지만, 위협을 받은 국가들이 부상하는 국가나 패권국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전쟁
을 선택하기도 한다. 부상하는 국가가 견제되지 않을 경우, 그 국가는 강대국으로 성장해
다른 국가들의 주권을 위협하는 공격적 행위를 감행하게 된다.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McGraw-Hill, 1979), p. 127.
21) Waltz (1979), p. 118.
22) Edward Rhodes, “A World Not in Balance: War, Politic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T.V. Paul, James J. Wirtz, and Michel Fortmann (eds.), Balance
of Power: Theory and Practice in the 21st Century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pp. 150-176; Richard Ned Lebow, “The Long Peace,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Failure of Re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48-2
(Spring 1994), pp. 24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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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세운 균형이론과 상충하는 듯 했다.23) 하지만 학자들은 체제(단극)의 속성,
체제의 환경(경제적⋅제도적⋅정치적 자유주의의 확산), 또는 단위 국가(미국)
의 특수성으로 균형행위의 부재를 설명했다.24) 대표적인 현실주의자 월트
(Stephen Walt)는 이른바 ‘위협균형’ 이론을 통해 미국에 대한 편승의 목적이
위협세력에 대한 균형에 있음을 설명하였다.25) 이러한 연구들은 균형이론을 더
욱 현실화하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탈냉전기에도 세력균형이론은 유효하지만, 군비경쟁이나 동맹과 같이
군사적 측면에만 주목할 경우 국제정치의 현실을 놓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
었다. 팍스아메리카나 체제하에서 강대국들은 자국의 영향력 행사를 위해 군사
적 수단보다는 국제규범, 지역 및 국제기구에서의 외교적 조치, 또는 일시적인
연합체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위협에 대해 비군사적 수단을 사용한다는 의
미에서 연성균형으로 불린다. 페이프(Robert Pape)는 미국의 일방주의가 주권
침해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으며, 이에 위협을 느낀 국가들이 미국의 정책을
지연시키거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연성의 균형행위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
장한다.26)
연성균형이나 위협균형과 같은 이론적 변용은 ‘힘의 균형이 약한 편에 힘을
더해 균형을 유지하고 안보를 확보한다’라는 균형이론의 기본전제를 따르고 있
다. 그런 의미에서 탈냉전기에도 균형이론은 여전히 건재하다고 볼 수도 있다.

23) 강대국들의 공격적인 행동에 위협을 받은 국가들은 방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합을 형성
하여 그들의 위협적인 행동을 억지하고자 한다. 월츠의 구조적 현실주의 관점에 따르면,
이와 같은 균형전략은 마치 자연법과도 같이 환경이 조성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발현된다.
Waltz (1979), pp. 126-128.
24) 체제의 속성에 주목하는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Randall L. Schweller and Xiaoyu
Pu, “After unipolarity: China’s visions of international order in an era of US
decline,” International Security, 36-1 (2011), pp. 41-72. 균형연합 부재의 원인을 자유
주의적 질서에서 찾는 연구는 다음을 참조 John Ikenberry, “Liberal Hegemony and the
Future of American Postwar Order,” in Paul and Hall (Eds.), International Order
and the Future of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 123-145.
25) Stephen Walt, “Alliance formation and the balance of world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9-4 (1985), pp. 3-43.
26) Pap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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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성균형과 같은 개념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통적 균형개
념의 한계가 강조된 나머지, 군비확충과 같은 전통적인 수단에 대한 관심은 상
대적으로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연성균형 이론가들은 균형행위를 지
나치게 확장시켜 타 국가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주는 비군사적 활동까지 포괄하
는 것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균형전략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을 만들어 내었다.27) 2013년 중국의 남중국해 지역 항공식별구역 지정에
대응한 미국의 무력시위 이후 미중간 무력대치 수위 고조, 2014년 러시아의 우
크라이나 무력 합병과 같은 현실은 냉엄한 현실정치(Realpolitik)의 불편한 부
활을 알리는 가운데, 제도를 통한 견제, 무역 마찰, 기술 경쟁과 같은 비군사적
영역에 대한 연구에 가려 전통적인 군사적 경쟁의 양상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
지 못했다.

나. 리프(Adam Liff)의 균형전략 복원
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과 관련된 연구에 있어, 많은 학자들은 주변국들
이 군사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중국과의 연계를 추구하거나 심지어는 편승하
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28) 이에 대해 리프는 그들의 분석이 실증적 현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그러한 결론에 도달한 이유가 균형전략의 개념에 내재된 한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요컨대, 균형에 대한 느슨한 정의와 기준에 의존하여 연
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중국 주변부의 국가들이 영토분쟁과 같은 위협에 대응
하여 취하고 있는 실질적이고 중대한 군사적 조치들을 놓치게 되었다는 것이
다.29)
27) 일부 학자들은 연성균형 전략을 개념을 ‘불필요한 개념의 확장’을 이라고 비판한다. 연성균
형 전략이 균형전략의 개념을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하여 균형 전략이 원래 의도한 바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현상을 의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논의는
다음을 참고. Stephen G. Brooks and William C. Wohlforth, “Hard Times for Soft
Balancing,” International Security 30-1 (2005), pp. 72-108.
28) Steve Chan, “An Odd Thing Happened on the Way to Balancing: East Asian States’
Reactions to China’s Rise,”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12-3 (2010), pp. 387-412;
David Kang, “Why China’s Rise Will Be Peaceful: Hierarchy and Stability in the
East Asian Region,” Perspectives on Politics, 3-3 (2005), pp. 5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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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방법론상의 느슨함이 균형전략과 같이 질적인 연구에서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 많은 방법론상의 문제들은 접근법
그 자체보다는 개념 정의, 분류, 측정지표와 관련된 허점에서 기인한다. 월츠
(Waltz)는 균형전략을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 양분하고, 전자는 경제력 증
대를 통한 군사적 역량을 강화로, 후자는 자국의 동맹을 강화시키거나 상대의
동맹을 약화시키는 노력으로 규정하였다. 물론 그와 같은 개념적 간결함은 현실
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있어 유용하다. 하지만 이후 많은 연구들이 ‘군사력 증
강’이나 ‘동맹 형성’과 같은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단순하고, 이분법적인 분류
에 의존함으로써 균형전략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
다. 리프는 균형이론에 천착했던 연구들조차 월츠가 제시했던 다소 모호하고 이
분법적인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였음을 강조한다.30) 균형전략을 비판적으로 검
토하고자 하였던 연구들조차 예외는 아니었다. 예컨대, 스웰러(Schweller)는
‘군사력의 생산을 통한 내적균형과 동맹 형성을 통한 외적균형은 다른 국가나
연합에 의한 주권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라고 규정하는데
그쳤다.31) 데이비드 강(David Kang) 역시 ‘내적균형은 명백한 위협에 대응하
기 위한 군사적 대응 또는 군비 증강으로, 외적균형은 위협에 대응한 동맹 형성’
으로 정의하는데 머물렀다.32)
느슨하게 개념을 정의한 결과 균형전략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 지표들이 제시되지 못했다. 기존의 연구들은 국방비나 무기체계 변화 또는
동맹형성과 같이 상대적으로 확인과 측정이 용이한 소수의 지표들에만 매몰되
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연성균형과 같이 위협인식과 균형행위 간의 인
과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종속변수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경향이
더해지면서 균형이론의 개념은 더욱 흐릿해졌다. 결과적으로, 21세기 국가들의
29) Liff (2016), pp. 429-434.
30) Liff (2016), pp. 426-429
31) Randall L. Schweller, Unanswered Threats: Political Constraints on the Balance of
Power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p. 9.
32) David Kang, China Rising: Peace, Power, and Order in East Asi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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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설명하는데 있어 전통적인 균형이론은 유효하지 않다는 인식이 자리 잡
게 되었다.
리프는 균형전략을 보다 높은 설명력을 지닌 분석틀로 복원하려는 시도의 핵
심이 기본개념에 부합하면서도 검증이 용이하도록 종속변수를 재정의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위협에 대해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들의
포괄적인 목록을 도출한다면, 한 국가의 군사정책 변화는 물론 실질적이고 잠재
적인 군사적 역량의 변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리프
는 균형전략 재구성이 다음과 같은 원칙에 충실해야 함을 강조한다. 첫째, 연성
균형 이론가들의 주장과는 달리 균형행위는 엄격하게 군사적 영역에 한정되어
야 한다. 둘째, 균형행위는 한 국가의 안보나 이익이 다른 국가에 의한 직간접
적인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균형행위는 잠
재적 적국의 군사적 도발을 억지하거나 또는 억지가 실패하였을 때 격퇴를 목적
으로 군사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노력으로 특징되어 진다.33)
이러한 원칙에 따라 리프는 ‘균형’이라는 용어를 ‘군사적 역량 강화(Military
Capabilities Enhancement, MCE)’로 대체한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한다. 월츠
가 제시한 전통적 개념과 구분을 유지하면서도 기존의 방법론이 지닌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 새로운 범주를 도입하고 지표를 세분화하였다. 첫 번째 범주는 ‘군
사력 개발(Force development)’로, 이는 군사력의 양적 및 질적 강화와 관련되
어 궁극적으로 한 국가의 통합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내적이고
외적인 조치들을 의미한다. 두 번째 범주인 ‘군사력 사용(Force employment)’
은 유사시 군사적 역량을 발휘하는데 있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들을 포함한다. 군사적 우발상황에서 군사력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대내외적 정책들이 이에 해당된다.

33) Liff (2016), p.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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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군사적 역량 강화(Military Capabilities Enhancement, MCE) 수단34)
구분

군
사
력
개
발

군
사
력
사
용

내적 수단

외적 수단



전투력 구조의 변화



조직 창설 또는 개편을 통한 국 

국방기술 개발이나 무기 공동개발

가 안보결정과정 개선

과 관련된 대외 협력 강화



국방예산 또는 무기의 양적 증가 

개선된 무기나 상호운용성이 뛰어



무기체계 및 국방기술의 질적인 향상

난 무기체계의 판매



전투승수로서

작전적 효율성 증대와 무기체계의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 증대

상호운용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이버 군사 역량 강화

다양한 수단 개발



새로운 플랫폼, 무기체계 도입



군사력 배치의 변화



군사교리의 수정 및 개선



예상된 우발상황 하에서 작전 효
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혁신적
수단 도입



합동 작전역량 강화



무기, 군관련 장비의 전진 배치



방위조약에 기반한 동맹 형성



새로운 안보 파트너쉽 체결



임무 조정이나 비용분담 조정 등을
통한 안보 협력관계 공고화



전략적 목표 통합, 합동사령부 설립



해외 군사기지 설립 및 군사력의 배치



정보공유 확장, 우발사태 계획에 동
참, 연합훈련 확대

리프의 MCE 분석틀은 오늘날 안보환경의 현실을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종합적으로 한 국가의 군사적 역량 강화 정책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군사네트워크, 사이버 작전, 정밀 유도 미사일, 드론으로 대표되는 21세기 군사
정보혁명의 시대에 한 국가의 군사력을 국방비, 군사동맹의 유무, 또는 병력이
나 무기체계의 숫자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기존의 접근법처럼 측정이 용이한
지표에만 한정할 경우,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발적인 상황에서 군사적 효율성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간과하게 된다. 이에 대해 리프의 분석틀,
특히 ‘군사력 사용’ 범주의 도입은 인식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지도들이
수용하는 정책들 중에서 가시적이지 않고 계량화는 어렵지만 군사력 역량 강화
에 기여하는 정책들에 주목하게 한다.
34) Liff (2016), p.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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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틀
리프의 분석틀은 본 논문의 주제인 미국의 군사전략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하지만 이를 미국의 균형행위라는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방법
론에 대한 재검토와 비판적인 수용이 요구된다. 미국의 대중국 균형행위를 조망
하기 위한 적절한 틀은 미국의 관점에서 미국이 처한 지역의 안보 환경, 전략적
이익, 미중경쟁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리프가 중국 주변국들을 균형행위의 주체로 본 반면, 본 연구는 미국을 주체
로 보아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단순히 균형행위의 주체, 즉 분석대상의 차이에
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석대상의 전략적 의도는 물론 균형행위의 추동원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도 깊이 연계되어 있다. 첫째, 리프는 ‘주변의 중견국 혹은
약소국들은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을 바탕으로 의미있는 군사적 정책을 수용하
고 있다’라고 결론짓는다. 그의 분석에서 주변국들이 대중국 균형전략을 펼치고
있는 동안, 미국은 보조적이고 주변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다. 이는 미국의 대중
국 전략에 대한 저자의 이해를 반영한다. 예컨대, 잠재적인 지역패권국가의 등
장에 대한 강대국의 선택지에 책임전가(buckpassing)와 균형 또는 한 발 더 나
아간 봉쇄가 놓여있다면,35) 리프의 분석은 미국이 균형을 주도하기보다는 이른
바 역외균형자로 머물며 군사적 부담을 주변국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
다. 이러한 입장은 대중국 균형전략 시기상조론과 일맥상통한다.36) 하지만 본
연구는 재균형 정책과 함께 미국이 균형전략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인식에 근
거해 이를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균형행위의 복원을 시도하는 리프는 모순적이게도 ‘본질적으로 균형행
위는 국제체제 힘의 배분의 변화에 따른 구조적 현상’이라는 신현실주의 명제와
거리를 둔다. 리프는 주변국들이 군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35) Mearsheimer (2014), pp. 329-333.
36) Brooks SG and Wohlforth WC,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in the 21st
Century: China’s Rise and the Fate of America’s Global Position,” International
Security (Winter 2015/16),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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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정한 중국의 영토정책이나 외교적 수사에 대한 반응으로 “우발적
(Contingent)”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균형행위의 규모나 속도가 구조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37) 아이켄베리(Ikenberry)와의 공동연구에
서도 그는 아태지역의 군비경쟁이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오인이나 전략적 불신
과 같은 상황적 변수들에 의해 추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이 이를 해소
하기 위한 노력을 펼친다면 안보딜레마에 의한 군비경쟁을 제한할 수 있음을 강
조한 바 있다.38) 이는 아직까지는 중국이 주변국이나 미국의 입지에 위협을 가
할 정도의 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는 아시아 지역의 대중국 균형행위야 말로 중국의 세력이 위협으로 인식
될 만큼 확장되었다는 반증이며, 상황적 변수가 위협해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
적이라고 본다. 예컨대, 중국이 군사력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지 않는 한, 중국
과의 경제적 연계 강화 또는 전략적 소통 강화와 같은 조치들이 갈수록 좁혀지
고 있는 미중간의 힘의 격차와 ‘의도의 불확실성’이 초래하는 불안을 근본적으
로 해소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분석틀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균형행위의 주체와 행위를 추동하는 구
조적 현실에 대한 재인식뿐만 아니라 미중경쟁의 지리적 특성, 아시아의 지정
학, 미국의 냉전기 전략적 유산에 따른 정책의 경로의존성과 같이 미국이 처한
전략적 환경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미국이 대중국 견제의
수단으로 이행하고 있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군사전략적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포착하는데 있어 핵심이 되는 대표적인 영역을 식별하고, 각각의 영역
에서 주목해야하는 지표들에 대해 서술한다. 미국이 처한 전략적 환경의 특수성
으로 인해, 일부 군사정책은 리프가 제안한 내적수단과 외적수단, 군사력 개발
과 사용간의 구분에 갇혀있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여 다른 영역에 영향을 주거나
다른 수단의 효율성을 보장하기도 한다. 예컨대, 전략적 제휴를 통한 미국의 해
37) Liff (2016), p. 459.
38) Adam Liff and John Ikenberry, “Racing toward tragedy?: China’s rise, military
competition in the Asia Pacific, and the security dilemma,” International Security,
39-2 (2014), pp. 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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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및 공군 자산의 아태지역 순환배치를 단순히 외적균형을 위한 조치로 간주해
서는 안 된다. 수단들 간의 상호작용을 놓치면, 미국의 군사적 견제가 미약하거
나 역외균형에 그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첫째, 미국의 균형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축은 역내 무기체계와 병력의 주
둔 및 배치 조정이다. 미국과 중국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1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다. 거듭된 군사혁신에도 불구하고 바다는 전투력 투사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다. 따라서 우발상황 시에 신속한 대처를 보장하기 위한 군사력의
전진배치는 중대한 전략적 과제이다. 이른바 ‘지구적 방어 태세(Global
Defense Posture, GDP)’는 미국의 대전략 변화와 궤를 같이 하면서 변화해왔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39) 따라서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의 관점에서, 아시
아 지역에 전진배치된 미국 군사력의 규모, 위치, 유형 및 총체적인 역량이 어
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이 보유한 군사적 자원의 활용 방침을 담고 있는
군사전략을 살펴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GDP가 견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군사적 자원의 배치 및 할당에 관한 것이라면, 군사전략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자원의 사용 방법에 관한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별도의 군사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면, 그것은 미국의 대중균형전략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980년 이후 중국은 일련의 해상방위선을 설정하고 이에 대
한 접근을 거부하기 위해 해상군사력 강화와 ‘반접근⋅지역거부전략’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그와 같은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어떻게 인식하
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군사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현재 미국이 진행 중인 동맹 및 안보협력 파트너와의 협력체계 강화
노력은 단순히 외교-군사의 연계에 그치지 않고 군사력의 투사능력과 직결된

39) Andrew Krepinevich and Robert O. Work, “A new global defense posture for the
Second Transoceanic Era,”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Washington DC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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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냉전 이후 미국의 아태지역 전략에서 동맹은 군비경쟁과 핵확산 억지를 통
한 안정 추구는 물론 교류협력에도 기여할 수 있는 도구로 간주되어 왔다.40)
실제로, 동맹의 비군사적 기능에 대한 인식은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미
동맹이 이른바 가치동맹으로 발전했다는 선언이나, 냉전의 산물인 미국의 동맹
체계가 냉전 종식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은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의 교류를 확대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진화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대
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이후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전통적 동맹
은 물론 새로운 안보협력 파트너들과 함께 추진한 일련의 안보협력 조치를 두고
단순한 군사외교 또는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에 위협을 느낀 역내 국가들의 균
형행위’라는 해석에 그치는 것은 양자주의, 힘의 비대칭성, 안보-자율성 교환
과 같은 특수한 속성을 지닌 아태지역 동맹체계로부터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군
사적 실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탓이다.
동맹 및 파트너와의 군사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군사행위의 정당성 확보이다. 중국 위협에 대한 강조를 통
해 미국은 자국의 역내 군사 활동을 정당화하고, 위협 인식을 공유하는 국가들
과의 협력을 보다 용이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둘째, 주변국들과 안보부담을 공
유할 수 있다. 역내에서 중국에 대해 단독으로 균형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지닌 국가, 따라서 책임전가(buckpassing)를 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 대
신, 미국은 일본은 물론 한국, 호주와 같은 중견국들을 포섭함으로써 균형에 소
요되는 자원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양자동맹의 특성 상 다자동맹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집단행동문제의 가능성이 낮고, 미국의 상대적 협상력도 높다. 주변
국들에게 있어, 중국의 힘이 증대되고 세력권과 군사적 활동범위가 확장될수록
미국에 대한 의존성은 높아지고 미국 주도의 대중 균형연합에 동참할 유인은 커
진다. 셋째, 주변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은 다름 아닌 자국 군사
력의 안정적인 투사를 보장할 수 있다. 미국은 군사협약에 근거해 자국의 병력

40) Joseph Nye, “The case for deep engagement,” Foreign Affairs (1995), pp. 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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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물자를 반영구적으로 주둔시키고 있다. 2019년 기준, 일본과 한국에만 각각
5만 명, 2만 8천여 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데, 아시아 지역 주둔 병력은 전
체 해외주둔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 따라서 동맹 및 파트너와의 군
사협력은 내적균형과 외적균형의 구분은 물론 군사력 개발과 사용이라는 구분
을 초월하여 작용한다. 미국과 같이 압도적인 군사력 보유한 국가에게도 바다는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며, 중국 주변 지역에 전진배치된 병력과 물자는 미국
의 전투력 투사를 위해 필수적이다.
한편, 보다 흥미롭고 주목해야할 점은 미국이 역내 군사 협력체제 전반을 대
중 균형전략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미국은 한미⋅
미일 동맹의 유연성 강화 조치를 통해 주둔 군사력을 대북억지력 제공과 같은
한정된 임무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사용하려는 노력을 펼쳐왔다. 전진
배치된 군사력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양자동맹 내부에서의 역할
및 분담을 재조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동맹국들이 미국 주도의 대중국 균형전략
에 동참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일본이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76년 체제의 ‘전수방위’에서 벗어나 ‘적극방위’로 이행하고 있는 움직임이 대표
적이다.41) 이와 동시에 미국은 1950년대에 만들어낸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네트
워크화된 다자동맹 체제로 변환시키고 있다. 이를테면 기존의 ‘허브 앤드 스포
크(Hub and Spoke)’ 체제가 미국을 축으로 다수의 독립적인 양자동맹이 놓인
형태였다면, 현재 미국은 살을 추가하는 동시에 살과 살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
음으로써 복합적인 다자동맹 형태로의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 이후 미국의 군사지도자들은 한-미-일이나 미-일-호와 같은 3각 동맹
과 더불어 새로운 국가들과의 양자 및 다자 안보협력 체결 구상 의지를 표명해
오고 있는데, 이는 지리적으로 중국을 둘러싸는 중층적인 안보 네트워크의 형성
을 의미한다. 샌프란시스코 체계가 대소련 봉쇄전략의 하부구조였다면,42) 미국

41) 박철희, “전수방위에서 적극방위로,” 뺷국제정치논총뺸, 44-1 (2004), pp. 169-190.
42) 마상윤, “21세기 미국의 동맹질서 구상: 역사를 통한 조망,” 뺷EAI 국가안보패널 연구보고서
37뺸 (2009),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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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도로 점차 그 틀을 갖추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협력 네트워크는
대중전략의 하부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 2] 미국의 대중국 균형행위의 지표
군사력 개발

군사력 사용
① 군사력 전진배치



무기체계 및 국방기술의 양적,


질적 향상

내적
수단



GPR 재검토를 통한 아태지역 미군
전력 전진배치 및 조정

군사력 투사에 있어 중요한
해군 중심의 전력 증강



새로운 군사허브 건설 (괌)

동맹국과 미사일 방어체제



동맹국내 미사일 방어체계 전진 배치

공동 개발
② 대중 군사전략 발전


중장기 군사력 건설 목표 수립



군사력 건설을 위한 예산 확보



중국의 반접근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공해전(Air-Sea Battle)과 JAM-GC
구상

③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협력 네트워크 건설


외적
수단

유연성 강화, (2) 동맹의 지원 역할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과
인도-태평양사령부(USINDOP
ACOM): (1) 대중국 견제 목적
명시, (2) 군사적 대응 공간
확장, (3) 이를 위한 군사력
개발 추진

동맹 변환: (1) 전진배치된 전력의
증대



안보파트너십 강화: (1) 기지 사용권
확보, (2) 병력과 장비 순환 배치



네트워크화된 다자안보협력 추구:
(1) 미-일-호, 한-미-일 삼각동맹,
(2) 4자 안보협력체제 (Quad),
(3) 지역해상안보 네트워크 (MSI) 구축

위의 분석틀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미국이 대중국 균형전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내적, 외적 조치들을 군사력 개발과 사용의 측면에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이 국방비, 병력, 무기체계의 증감이나 동
맹의 형성과 같은 양적이고 가시적인 군사력의 건설에 초점을 두었지만, 리프의
방법론은 가시적이진 않지만 군사력 사용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군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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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치, 새로운 전략이나 교리의 개발, 동맹 재조정과 같은 요소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요컨대 리프의 연구는 균형행위에 있어 군사력의 양적, 질적 개선은
물론 군사적 효율성을 주목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틀은 미중경쟁의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미국이 군사력 투사의 효율성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밖에 없음
을 강조한다. 한편, 위의 지표들은 리프의 방법론을 미국의 전략에 적용함에 있
어 지리적 특징뿐 아니라 냉전의 유산인 샌프란시스코 동맹체제와 같은 미국의
전략적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3가지 핵심조치들에 대한 구체적
인 분석을 통해 미국의 대중국 균형전략을 현실을 조망해본다.

4. 미국의 대중국 균형행위
가. 아태지역 내의 군사력 전진 배치
아시아에 전개된 미국의 군사력은 대중국 전략의 핵심자산이며, 그것의 물리
적 배치는 전략의 기본틀을 구성한다. 미국의 지구적 방위태세는 본토는 물론
동맹국, 해외 기지, 그리고 임시거점 등에 분산된 군사력이 점, 선, 면으로 얽혀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로 볼 수 있다.43) 미국은 국가전략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범세계적 방위태세 검토(Global Posture Review, GPR)’라는 절차에 따라 방
위태세를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왔다. 냉전의 종식은 봉쇄전략을 위해 배치되었
던 군사력의 철수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신 미국은 대부분의 해외 군사력을 유
지한 채 군사력 전개의 민첩성과 유연성 증대를 전략적 목표로 재설정했다. 이
를 위해 미 국방부는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전진기지를 그 기능에 따라 전력
투사거점 (Power Projection Hub), 주요작전기지 (Main Operating Base), 전
진작전거점 (Forward Operating Site), 안보협력대상지역 (Cooperative
Security Location)으로 분류하고 이들 간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보장하기 위
43) 이근,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과 한미동맹의 미래,” 뺷국가전략뺸, 11-2 (2005), pp.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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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노력하고 있다.44) 일본과 한국의 주요작전기지, 괌과 같은 전력투사거점에
전진배치된 군사력은 재균형전략 이후 주요 거점에 추가로 순환 배치된 전력과
더불어 대중국 균형전략의 중추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격상될수록 이들의 전략적 가치는 증대한다.

(1) 주일 및 주한 미군 전력
미국은 우발상황 시에 지체 없이 투입할 수 있는 군사력을 중국의 앞마당에
일찍이 배치해 두었으며, 재균형 선언 이후 전략자산의 유입은 증가했다. 규모,
역량, 역할에 있어 가장 주목해야 하는 곳은 일본이다. 일본에는 2020년 현재
중국과 근접한 오키나와의 2만 8천명을 포함하여 약 3만 9천명의 전투병력을
포함 5만 명이 넘은 군인력이 주둔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는 서태평양 일대를
관할하는 미해군의 핵심전력인 제7함대가 요코스카 기지에 거점을 두고 있다.
7함대는 미해군의 전진배치 전력 중 가장 큰 규모로 평가된다. 기함인 블루릿지
함의 지휘 하에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포함해 핵잠수함 10여척,
이지스 구축함과 순양함 20여척, 항공기 300대가 활동하고 있다. 재균형전략
선언 이후 7함대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 대한 ‘항행의 자유
(Freedom of Navigation, FON)’ 작전을 전개해오고 있다. 2013년 8월 필리핀
난사군도에서의 첫 작전을 시작으로 년 1∼2회의 주기로 지속되고 있는데,
2019년에는 중국의 건국 70주년 기념일에 맞추어 레이건호가 남중국해 일대를
정찰하며 중국을 자극했다.45) FON 작전은 주로 해상영유권에 대한 무리한 주
44) 탈 냉전기 미정부의 전략변화에 따른 방위태제 재검토 구상은 다음을 참조. Les Aspin and
Colin L. Powell, “Bottom-Up Review,” US Department of Defense (1993); Douglas
J. Feith, “Strengthening US Global Defense Posture: Report to Congress,”
Department of Defense (September 17, 2004). PPH는 미국의 영토 내에서 대규모 병력
및 장비가 상주한 곳으로 유사시 군사력 전개의 핵심거점이 된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과
관련하여서는 하와이와 괌의 기지가 대표적인 예이다. MOB는 주둔국과의 군사동맹을 기반
으로 대규모 병력이 상시 주둔하는 기지이다. 일본의 오키나와, 한국의 평택에 있는 기지가
이에 해당한다. FOS는 MOB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필요시 확장할 수 있는 기지이며, CSL는
유사 시 특정지역에 대한 접근이나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임시거점을 의미한다. Donald
Rumsfeld,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partment of Defense, Washington, DC (2005), p. 19.

미국의 대중국 균형전략 분석 _ 21

장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그러한 주장을 선제
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46) 2016년 2월 미상원 군사위원
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7함대를 책임지고 있는 태평양사령관은 “중국이 동아
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고 믿는다”라고 주장하며, 역내 해군전력
의 지속적인 보강을 강조한 있다.47)
미국은 그 후반전은 미중간의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는 한국전쟁 이후 자국의
병력을 한국에 남겨두었다. 현재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의 병력 2만 8천여 명
이 주둔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견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2013년에서 논
의가 시작되어 2017년에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이다.
일차적으로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대응조치이지만, 이는 분명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MD)로의 편입을 의미한다.48) 한국으
로 확장된 방어체계는 괌에 배치된 체계와 더불어 중국의 미사일 전력에 대한
억지 효과를 지닌다. 2019년 8월 에스퍼 국방장관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termediate Nuclear Forces Agreement)’에서 탈퇴하면서, 그것이 중국의
미사일 전력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으며 신형미사일을 아시아에 추가로 배
치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49) 이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강화가 미사
일에 대한 억지를 넘어 패권경쟁이라는 전략적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 전략적 군사허브 괌
아프라(Apra) 해군기지와 앤더슨(Anderson) 공군기지가 있는 괌은 아시아의
전략적 군사허브로 변모하고 있다. 역내의 유일한 미국 영토로 그곳에서 미국은
45) The Japan Times, 29 September 2019.
46) Lynn Kuok, “The US FON Program in the South China Sea,” East Asia Policy Paper
9, Center for East Asia Policy Studies at Brookings (2016), p. iii.
47) The Diplomat, 25 February 2016.
48) U.S. Department of Defense, 2019 Missile Defense Review, Washington D.C.
(January 17, 2019), p. 67.
49) New York Times, 3 Augus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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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둔국과의 마찰 없이 행동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하와이와 필리핀
의 중간에 자리하고 있어 인도태평양사령부로부터의 접근이 용이하며, 대만해
협 위기발생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중국의 해상전력을 감시 및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50)
2000년대 들어 미국은 전투력 투사 능력 향상을 위해 괌의 군사적 역량을 키
워오고 있다. 미의회조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미국방부는 공군원정군
(Air Expeditionary Force)의 일부 전력, B-2 스텔스 폭격기, 공대지 순항미사
일을 포함한 중장거리 정밀타격무기들을 괌에 전진 배치시킨데 이어, 2002년에
는 F-22 전투기, 수송기, 폭격기, 글로벌 호크 정찰 드론과 같은 항공 자산을
추가하였다.51) 2008년 5월 괌을 방문한 게이츠 국방장관은 “괌의 군사력 증강
은 수십 년 동안의 군사적 자산의 이동 가운데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언
급했다.52) 이어 2010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태지역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그는 항모전단, 구축함 7척, 연안전투함 10척, 전략잠수함 2대의 추가
증원을 통해 미해군력의 60%를 인도양 인접해역 포함한 아태지역에 전진배치
할 것이라 공표하였는데, 이때 괌의 군사력 증강은 “지리적으로 분산되고, 전술
적으로 유연하며,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위태세를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
조했다.53) 2012년 재균형 전략을 선언한 직후 헤이글 국방장관은 아시아 지역
으로의 최첨단 전력 배치를 거듭 강조하며, F-22, F-35 전투기의 일본 추가
배치를 포함해 버지니아급 신속공격 잠수함을 괌에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
했다.54) 2001년에 괌에서 재창설된 제15잠수함전대에는 전체 전력의 60%를 넘
50) Andrew S. Erickson and Justin D. Mikolay, “Guam and American security in the
Pacific,” in Carnes Lord and Andrew S. Erickson (Eds.), Rebalancing US Forces:
Basing and Forward Presence in the Asia-Pacific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2014), pp. 29-31.
51) Shirley A. Kan, “Guam: US defense deployments,”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3), pp. 1-2.
52) American Forces Press Service, 30 May 2008.
53) U.S. Department of Defense, “Remarks by Secretary of Defense Robert Gates,
speech at Shangri-La Dialogue, Singapore,” Washington D.C. (5 June 2010).
54) U.S. Department of Defense, “Remarks by Secretary of Defense Chuck Hagel at the
IISS Asia Security Summit, Shangri-La Hotel, Singapore,” Washington D.C.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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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는 4대의 핵추진 잠수함이 배치되었다.
지정학적 관점을 중시하는 카플란(Robert D. Kaplan)은 미중간의 군사적 대
립이 21세기를 지배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대중국 군사전략의 핵심은 다른 아
닌 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55) 지리적 인접성과 더해 1만 피트가 넘는 활주로
와 항만시설을 갖춘 괌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있어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대만해협에서 우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항공자산은 4시간, 항모전단
은 이틀 내에 대응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미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
인 시설확장은 물론 훈련, 무기 및 유류 저장과 같은 군사적 활동에 있어서도
일본이나 한국과는 달리 주둔국 정부나 시민사회가 가하는 제약으로부터 자유
롭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괌은 점차 아태지역 미군사력의 전초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나. 대중 군사전략 개념의 발전: 공해전과 JAM-GC
투사능력과 직결되는 군사력의 물리적인 배치와 더불어, 전진 및 분산 배치된
군사적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개념 역시 중국을 직접 겨냥하
는 것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한 공해전(Air-Sea
Battle, ASB)이라는 전략적 개념은 표면적으로는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두지 않
았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이나 중동의 이란, 시리아가 보유한 반접근 거부
역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동맹국의 전력만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
능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공해전 개념의 도입은 사실상 중국의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56) 다른 전략 개념들처럼 공해전 개
념 역시 군사력의 배치 및 사용은 물론 새로운 군사력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예산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로서 기능하게 된다.
June 2013).
55) Robert D. Kaplan, “How we would fight China,” The Atlantic Monthly, 295-5
(2005), pp. 49-64.
56) Andrew F. Krepinevich, Why Air-Sea Battle?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2010), pp. 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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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개념을 제
시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이다. 미국방부는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에서
중국 군비증강의 주목적을 미군전력의 접근을 차단하고 기동을 방해하는 ‘반접
근/지역거부(A2/AD)’로 명명하고,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합동 전투
개념을 구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한 노력은 ‘공해전’ 개념의 도입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2013년 미국방부는 ‘적의 지휘통제, 정보, 감시 및 정찰 활
동 와해(Disrupt); 접근거부 플랫폼과 무기 체계 파괴(Destroy); 적 전력의 격
멸(Defeat)’로 이어지는 3단계 역량 강화가 공해전의 핵심임을 발표했다.57) 물
론 이러한 공해전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탈냉전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최초의 군사전략 개념 수립이라는 것에 그 의미
가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관료는 공해전 개념의 도입이 중국에 대한 신냉
전식 접근의 서막임을 시사했다.58)
2015년 2월 미국방부는 공해전이라는 용어를 ‘국제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합동개념(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 JAM-GC)’으로 대체했다. 새로운 작전요구사항을 반영한 결과인
데,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해전 개념에서는 소외되었던
지상전력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기동(maneuver)’의 개념이 추가되었다. 이는
반접근/지역거부 역량을 극복한 이후 해병대와 육군 지상전력의 적극적인 활용
을 시사한다. 둘째, 사이버, 우주 공간에서의 전략자산 개발과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미중간의 군사적 경쟁이 전통적인 영역을 넘어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식적인 전략개념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한
JAM-GC는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 합동성과 다전장영역전투(Multi-Domain
Battle) 역량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59)
57) U.S. Department of Defense, “Air-Sea Battle: Service Collaboration to Address
Anti-Access and Area Denial Challenges,” Air-Sea Battle Office (May 2013).
58) The Washington Times, 9 November 2011.
59) 강석율,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전략과 정책적 함의,” 뺷국방정책연구뺸, 34-3 (2018), pp.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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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스마르크식 군사협력 네트워크 구축
군사력 전진배치, 새로운 전략개념 구상과 더불어 대중국 균형전략에 있어 또
하나의 큰 축을 차지하는 것은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 강화이다. 냉전기에
형성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내적, 외적 변화를 통해 지리적으로 중국을
둘러싸는 복수의 중첩된 군사협력 네트워크로 진화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존
의 동맹체제의 변환을 통해 군사력 사용에 있어 자율성과 융통성을 확대하는 동
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군사협력 파트너를 추가하고 동맹 및 파트너들
간의 교류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기존의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허브와 살이 연결
된 ‘선의 체제’였다면, 새로운 군사협력 네트워크는 살과 살이 연결된 중첩된
‘면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군사협력 네트워크는 균형행위에 있어 복합적인 이익을 제공한다.
첫째,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군사력 투사에 있어 필수적이다. 예컨대, 군사협
력 파트너십은 기지권(Basing right)에 대한 합의를 동반하여 미국이 병력을 순
환배치하거나 공군 활주로 또는 해군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러한 조치들은 유사시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제공한다. 둘째, 동맹변환과 파트
너 확대는 군사적 활동범위를 확장시켜 중국의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다. 이는
군사적 경쟁에서 전선을 확대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여, 중국의 전략적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고 추가적인 자원과 시간 투자를 강요한다.60) 끝으로, 양
자 및 다자 군사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은 균형전략의 실질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음과 동시에 역내 군사적 활동 강화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군사협력 네트워크 형성은 19세기 키신저 노트(Kissinger Diktat)
에 드러난 비스마르크의 동맹전략을 떠올리게 한다. 1871년 독일제국의 통일 이
후 외교전략을 구상하던 비스마르크는 중첩적인 동맹 네트워크와 공식/비공식
협약을 통해 프랑스를 견제하고 유럽의 안정을 유지하여 독일의 지배적인 위상
60) 중국에 대한 ‘비용 강요 전략(Cost-Imposing Strategy)’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Kenneth P. Ekman, “Applying cost imposition strategies against China,” Strategic
Studies Quarterly, 9-1 (2015), pp. 26-59.

26 _ 국가안보와 전략 | 제20권 2호(통권78호)

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오스트리아와의 양자동맹(Dual alliance), 독일-오스트
리아-이탈리아를 연결하는 삼자동맹(Triple alliance), 러시아와의 비밀협약인
재보장 조약(Reinsurance Treaty)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도-태
평양 지역 내 미국의 동맹-파트너 전략은 비스마르크 전략의 확장판으로 볼 수
있다.

(1) 동맹변환
동맹은 형성이후 고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유기
체와도 같다. 2차 대전 이후 미소경쟁을 위해 미국은 뿌리 깊은 고립주의 전통
을 거슬러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형성했다. 하지만 냉전의 종식은 동맹체제의 종
언을 고하지 않았다. 대신 미국의 동북아 양자동맹체제는 탈냉전기 미국의 대전
략 변화와 함께 변화를 거듭해오고 있다. 예컨대, 미일 및 한미동맹이 봉쇄전략
하에서는 군사적 억지와 동맹에 대한 자제(Restraint)를 위한 기제였다면, 냉전
이후 패권유지를 추구하는 대전략 하에서는 안보부담에 대한 공유를 포함하는
‘힘의 관리(management of power)’ 기제로 변모하고 있다.61) 냉전 이후 진행
되어온 동맹변환은 주둔국과의 임무 재조정을 통해 미국이 자국의 군사력 사용
에 있어 보다 자율성과 융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동맹국은 미국의 균형전략을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게 해준다.
(가) 미일동맹
미일동맹은 대중국 균형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냉전 이후 미일동
맹은 대소봉쇄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와해되기 보다는 오히려 강화되었

61) 미국의 동북아 양자동맹 체결이 공산세력 확산을 막기 위한 방벽뿐만 아니라 동맹국에 대한
‘자제’의 목적도 지니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Victor Cha, “Powerplay:
Origins of the US alliance system in Asia,” International Security, 34-3 (2010), pp.
158-196. 탈냉전기 미일동맹이 힘의 관리의 기제로 변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Nigel Thalakada, Unipolarity and the Evolution of America’s Cold War
Allianc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2), pp. 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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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양국간 안보 역할 및 분담 재조정을 통해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
로 변화되어 왔다. 일본이 적극적인 외교정책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냉전이후
역내 안보 상황의 변화, 특히 중국의 부상이다.62) 1996년 대만해협 위기 이후
중국의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은 일본에게 위협으로 다가왔다. 급기야 중국은
2010년에는 일본을 밀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자리를 차지했으며, 2013년 방
공식별구역 선포와 같이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에서도 갈수록 공세
적인 정책으로 일본을 위협하고 있다. ‘보통국가’를 향한 일본의 움직임은 동맹
관계 재조정에 대한 미국의 요구와 일본의 수용에 따른 동맹변환의 관점에서 이
해될 수 있다.
1997년 ‘미일 방위협력 지침’의 개정은 미일동맹에 ‘지역동맹’으로서의 성격
을 부여하였다. 대만 위기 직후 개정된 이 지침에는 ‘주변사태’에 대한 공동 대
응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한반도 위기는 물론 중국과 대만 간의 분쟁을 상정한
것이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일본의 자위대는 미군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활
동반경을 국외로 확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은 일본과의 책임분
담을 통해서 안보비용을 절감하고 아태지역에서의 지속적인 군사적 활동을 보
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3년 이라크전은 새로운 지침에 기반하여 미국 주도
의 군사작전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지원이 제도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일본의 아베 정부는 미국의 재균형 전략에 그 어느 국가보다 적극적으로 호응
했다. 2015년에 두 번째로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미일동맹이 ‘지역동
맹’에서 ‘글로벌 동맹’으로 한층 더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63) 새로운 지침은
동맹의 적용범위를 미국과 일본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평시 또는
우발사태는 물론 제3국가에 대한 공격으로까지 확장시켰으며, 군사협력의 범위
역시 미사일 방어체제를 포함하여 우주 및 사이버 공간까지 확대하였다.
2015년 지침은 이전 지침에 비해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
62) Michael Green, Japan’s Reluctant Realism: Foreign Policy Challenges in an Era of
Uncertain Power (New York: Springer, 2003), pp. 103-105.
63) U.S. Department of Defense, “The Guidelines for U.S.-Japan Defense Cooperation”
(27 Apri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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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하다. 먼저, 2015년 지침 역시 동중국해의 일본 영토가 공격을 받을 가능
성을 고려해 ‘도서방위’를 별도의 협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지침에 중
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센카쿠열도가
미일방위조약 5조의 적용대상임을 거듭 강조했다. 2012년 일본의 센카쿠열도
국유화 조치 이후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일본 영해 침범에 대비한 미일의 공조
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둘째, 기존의 기침이 일본의 주변에 한정되는 것
이었다면 새로운 지침은 지리적 제한을 없애고 심지어는 제3국의 공격에 대해
서도 양국이 공동대응 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자위대의 후방지원 범위가 동중국해를 넘어 인도-태평양 전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미일 양국은 평시에서 우발사태로 이어지는 모든 단
계에서의 빈틈없는 협력체계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정보, 감시, 정찰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를 두고 어부나 해안 경비대를 앞세워 군사적 행동을
하거나 인공섬을 짓는 것과 같은 이른바 중국의 ‘회색지대(Grey zone)’ 전략에
대해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64)

(나) 한미동맹
한미동맹 역시 세계적 차원에서의 미국의 대전략이 지역 및 한반도에서 구체
화되는 방식으로 진화해왔다.65) 그 변화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두 개의 축
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에 있어 한국의 역할
증대이다. 한국은 대북억지에서 있어 군사적 역할 증대는 물론 실질적인 방위분
담의 몫도 늘려왔으며, 이로 인해 미국 주도의 비대칭적 동맹은 동반자적 협력
관계로 이행해 왔다. 2009년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채택과 2015년 “전략
동맹 기본계획”에 대한 합의는 한미동맹을 한반도를 넘어 지역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기제로 변환시키기 위한 움직임으로 읽힌다. 둘째는 주한미군 전력의 전략

64) Robin Sakoda, “The 2015 US-Japan Defense Guidelines: End of a New Beginning,”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CSIS (30 April 2015).
65) 하영선 편저, 뺷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뺸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06),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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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유연성 증대이다. 미국의 범세계적 방위태세 검토(GPR)에 따라 한반도에 배
치된 미군 역시 유출입이 용이한 신속기동군 체제로 변화되었다. 주한미군의 유
연성 강화 조치는 한국 정부와의 합의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주한미군 기지 재
배치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2007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전시작전통제권 전
환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억지력에서 지역군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인도-태
평양 전략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부상과 공세적 대외정책이라는 구조적 변화는 한미동맹의 변환을 둘
러싼 한미간의 협력을 보다 용이하게 해줄 것이다. 물론 협력의 방해요소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신고립주의와 동맹에 대한 상업
주의적 접근은 미군 전략자산 전개 반대와 방위분담금 협상에서의 난항으로 이
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 국가지도자의 동맹관이 두 국가의 동맹관계를 일방적,
장기적으로 지배할 수는 없다. 지난 해 말 미의회는 2020년 국방수권법에 주한
미군의 감축 제한과 한미 방위분담금의 급격한 인상을 경계하는 조항을 담아 통
과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서명했다. 한편, 사드 배치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한국의 역량 증대, 외교적 자율성에 대한 국내적 요구, 한중간 무역심화와
같은 요인들은 한미동맹의 안보-자율성 교환 역학에 있어 자율성의 증대로 이
어질 수 있다. 그와 같은 국내적 변수들의 강화는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대한 공조 요청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거나 심지어는 거부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도 있다. 하지만 2013년 이어도 주변 수역에 대한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
조치와 같은 중국의 공세적 해양정책은 북핵문제와 더불어 ‘연루’보다는 ‘방기’
의 위협을 강화해 결과적으로 한미간의 대중공조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
인다.

(다) 호주
미국 주도 동맹체제의 남방 축을 차지하고 있는 미호동맹은 1996년 시드니
선언을 기점으로 활기를 되찾고 재균형 전략이후에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2011년 다윈(Darwin) 기지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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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은 미군사력의 배치를 발표했다. 티모르해를 접하고 있는 다윈은 서태평양 및
동남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로, 미국의 대중국 균형전략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3개의 해상로가 있는데, 현재 중국 원유
수입의 80% 이상이 사실상 미해군이 장악하고 있는 말라카 해협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다. 중국 지도자들은 그와 같은 불안한 에너지 수급의 현실을 ‘말라카
딜레마’라고 부른다. 만약 미국과의 분쟁이 발생한다면 미국은 말라카 해협을
봉쇄할 것이고, 그럴 경우 중국의 원유선들은 호주의 북서쪽인 인도양을 거쳐
남쪽의 롬복(Lombok)이나 순다(Sunda) 해협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다. 결국,
다윈은 미국이 중국의 전략물자 공급을 차단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우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최적의 전진기지인 셈이다. 2012년 259명의 미군이 다
윈에서 6개월의 순환배치를 시작했고, 2019년 7월 기준으로 다윈에 배치된 병
력은 2천5명 수준으로 확대되었다.66) 미국과 호주는 2011년 이후 해상작전과
상륙장전을 포함하는 합동군사훈련도 실시해 오고 있다.
2019년 모리슨 총리는 호주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호주의 마리스 페인 외교장관은 미국이 다윈에서 약 40km 떨어진 지역에 새로
운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2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확장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67) 이와 더불어 1980년대 뉴질랜드의 반핵정책으로 사실상 폐기되었던
미국-호주-뉴질랜드 3국간의 ANZUS 동맹 역시 부활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라) 필리핀
미군은 1951년 필리핀과의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주둔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군의 필리핀 주둔 반대 운동이 확산되자 1992년 미군은 철수하게 된다. 사문
화된 방위조약을 되살리고 양국이 다시 손을 잡게 만든 것은 중국이었다. 1990
년대 들어 중국은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군도 일

66) US Department of State, “U.S. Security Cooperation With Australia” (2 December
2019).
67) Reuters, 29 July 2019.

미국의 대중국 균형전략 분석 _ 31

부를 점거하기 시작했다. 1999년 미국은 방문군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
VFA)을 맺고 이를 근거로 남중국해 일대에서 해상정찰 작전을 수행해오고
있다.68)
2014년 방위협력확대협정(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EDCA)의 체결은 동맹의 부활을 의미했다. 이 협정은 미국에게 필리핀의 군사
기지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써 미국은 남중국해를 면하는 수
빅(Subic)만과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가까운 팔라완 섬의 안토니오 바우티스타
(Antonio Bautista) 공군기지를 비롯해 5개 군사기지를 제공받고, 필리핀에 대
한 병력주둔을 재개했다. 2013년 이후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의 일부 암초 위
에 인공섬을 만들기 시작했다.69) 이에 미국은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는 자국의
군함을 섬 주변 해역에 진입시키는 ‘항행의 자유작전’으로 맞섰다. 중국이 일부
섬에 활주로와 전투기를 수용할 수 있는 격납고 시설이 한 것이 확인된 이후 스
프래틀리 군도를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2019년 3월 폼
페이오 미국무장관이 중국의 인공섬 건설을 비난한 직후 괌에서 이륙한 B-52
전략폭격기가 남중국해 상공을 비행했고 미-필리핀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7함
대 소속의 기함이 주변 해역을 항해했다.70)
필리핀 지역은 태평양과 남중국해를 맞대고 있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에
서 새로운 패권국의 등장을 저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정학적 가치를 지닌다.
미국은 필리핀과의 동맹을 복원하여 필리핀을 서태평양의 주요 군사 거점으로
삼고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
었다.

68) 취임 초기부터 양국관계에서 불만을 표출해온 두테르테 대통령이 급기야 2020년 2월에는
VFA 종료를 선언하며 동맹의 균열을 암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2일 필리핀 정부가
VFA 폐지에 대한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VFA의 폐기가 양국의 안보정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이재현, “필리핀-미국 방문국협정(VFA)
폐기: 양자 군사동맹에 대한 함의와 미래,” 뺷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뺸 (2020).
69) New York Times, 9 August 2016.
70) Washington Post, 19 March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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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태국
미국과 태국과의 관계는 소원한 상태에 있지만, 미-태국 동맹 역시 미국이
대동남아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먼
저, 동맹협정에 근거에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우타파오(U-Tapao) 공군기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허브로 활용될 수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1966
년에 미국이 건설한 이 기지는 베트남전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와 더불
어 태국은 1967년 ASEAN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가로, 미국은 태국과의
관계를 이용해 지역안보포럼(ARF)이나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와 같
은 안보기구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2014년 태국의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 집권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협력을
중단했다. 이후 태국의 군부는 중국과의 국방협력을 늘려왔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태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2019년 11월 미국
은 태국과의 ‘공동비전성명(Joint Vision Statement 2020)’에 합의하면서 동
맹관계가 미국의 국가방위 전략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71) 이는 태국
과의 관계에 있어 미국이 민주주의나 인권보다 안보이익을 우선시하게 되었음
을 보여준다.

(2) 안보 파트너십 강화
(가) 동남아: 싱가폴,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은 ‘항행의 자유 보장’이라는 기치 하에 동남아 국가들과의 안보 파트너
십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순환식 전진기지를 확산시키고 역내 군사적 활동
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2015년 미상원군사위원회에서 발의된 ‘해양 안보 이
니셔티브(Maritime Security Initiative, MSI)’를 통해 동남아 거점 국가들의
해양 정보교환 및 해양 안보능력 증진 향상을 위한 군사원조 프로그램을 가동했
다. 지원 자금의 주요 수용국은 필리핀, 태국을 포함해 싱가폴, 인도네이사, 말
71) U.S. Department of State, “Joint Vision Statement 2020 for the U.S.-Thai Defense
Alliance,” U.S. Embassy and Consulate in Thailand (17 Nov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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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시아 등 동맹 또는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휩싸인 국가들이다. 2016년 5천
만 달러 지원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4억 2천만 달러를 지원하게 되어있다.72)
먼저, 미국은 싱가폴과의 협약을 통해 해군전력을 전진배치하고 대공방어,
대잠수함 작전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해군전략의 60%를 아태지역에 배치하겠다
는 계획을 밝힌 2012년 6월 샹그릴라 대화에서, 양국은 미국의 연안전투함과
병력을 순환배치하는데 합의했다. 창이(Changi) 기지에 배치된 군함은 말라카 해
협을 포함한 인근 해역에 대한 해상작전을 펼치고 있으며, 셈바왕(Sembawang)
기지는 지역을 지나는 해공군 전력에 대한 군수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19년
양국이 군사 양해각서 개정에 합의함으로써 미국은 싱가폴의 해군 및 공군 기지
시설을 2035년까지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73) 말라카 딜레마에 처한
중국에게는 치명적인 조치일 수밖에 없다.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영유권과 해저 자원개발을 둘러싸고 중국과 베트남과
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은 베트남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군사협력
을 확대하고 있다. 2012년 베트남전 종전 이후 국방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당
시 미군이 사용했던 깜라인(Cam Ranh) 기지를 방문한 패네타는 남중국해에서
의 문제 해결을 위해 베트남과 긴밀히 협조할 것임을 강조했다.74) 2013년 양국
정상이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합의한데 이어, 2015년에는 합동방위구상(Joint
Vision Statement on Defense Cooperation)과 합동구상 선언문(Joint Vision
Statement)을 발표함으로써 양국은 협력의 토대를 공고히 했다. 2016년 5월 베
트남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1975년에 내려진 무기수출금지 조치를 전면 해
제하였다. 양국이 기항통지에 합의한 이후 2016년 10월에는 미해군 7함대의 군
함이 깜라인만에, 2018년 3월에는 베트남전 종전 이후 처음으로 항공모함 칼빈
슨호가 다낭에 입항했다. 깜라인과 다낭은 남중국해 분쟁 지역과 가까운 군사적
72) Conor Cronin, “Southeast Asia from Scott Circle: The Overlooked Gap in the
Southeast Asia Maritime Security Initiative,” CSIS (28 April 2016).
73) The Ministry of Defense of Singapore, “2019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1990
Memorandum of Understanding” (24 September 2019).
74) U.S. Department of Defense, “Panetta’s Cam Ranh Bay Visit Symbolizes Growing
U.S.-Vietnam Ties,” (3 Jun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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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충지이다. 미국이 필리핀에 해군기지를 확보한데 이어 베트남에서도 해군기
지를 확보할 경우 남중국해서 중국을 봉쇄하는 라인이 구축되는 셈이다.
미국은 베트남과 같은 과거의 적국은 물론 인권침해로 등을 돌렸던 인도네시
아와도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1990년대 말 동티모르 사태 이후 미국은 일
체의 군사협력 채널을 단절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들어 미국은 무기수출
제재를 해제하며 관계복원을 시작했다. 2010년 시작된 포괄적 파트너십은 2016
년에 이르러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되었다. 2018년 기준으로, 가루다 방패
(Garuda Shield) 연합훈련을 포함하여 년 간 170회 이상의 크고 작은 군사적
교류가 진행되었다.75) 한편, 미국은 레이히(Leahy) 수정안을 통해 협력을 중단
했던 코파수스(Kopassus) 특수전사령부와의 합동훈련 재개도 선언했다. 2019
년 5월 31일 양국의 국방부 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2020년 미군과 코파수스
와의 합동훈련이 실시될 것이며, 앞으로 양국간 군사훈련을 확대해 나아갈 것임
을 밝혔다.76)

(나) 인도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
1998년 인도의 핵실험으로 인해 최악으로 치닫던 양국 관계는 사실상 동맹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다. 2005년 양국은 ‘방위관계의 새로운 틀(New
Framework for the US-India Defense Relationship)’이라는 문서에 서명하
면서, 해상안보와 대태러작전에서의 협력을 다짐하였다. 같은 해 10월에는 양
국의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대규모의 해상훈련을 펼쳤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 양
국간 새로운 밀월관계가 조성되었다. 2015년 양국은 아시아-태평양-인도양지
역을 위한 미⋅인 ‘합동전략비전(Joint Strategic Vision)’을 제시한데 이어,
2016년 6월 미국은 ‘주요 국방 파트너(Major Defense Partner)’라는 유래없는

75) Brian Harding, “Enhancing the U.S.-Indonesia Strategic Partnership,” CSIS (9 July
2018).
76) U.S. Department of Defense, “Joint Statement Between the Ministry of Defens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and the Department of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31 Ma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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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으로 인도와의 관계를 재정의했다.77)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사협력은 더욱
진전했다. 2018년 9월에 열린 외교⋅국방 장관회의(2+2)에서 미국은 ‘군사 통
신 및 안보 협약(COMCASA)’을 통해 인도에게 군사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보
장하고 군사정보를 공유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와 동시에 양국은 인도 해군과
미중부사령부 해군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육⋅해⋅공군이 모두 참가하는 연합
합동훈련을 통해 군사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했다.78)
주목해야 할 것은 인도와의 군사협력 강화가 미국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
략 구상’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7년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
(NSS 2017)은 미국의 전략 공간이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의 서부 해안과 인
도양을 포함하는 ‘인도-태평양’으로 확장되었음을 드러내었다. 문서는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대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상대라
도 억지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격멸시킬 수 있는 수준의 군사력을 전진배치할
것”이라고 명시했다.79)
NSS 2017에서 제시된 인도-태평양 구상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먼저,
2018년 5월 미국은 갈수록 증대되는 인도양과 태평양 간의 연결성을 고려해 태
평양사령부(USPACOM)의 명칭을 인도-태평양사령부(USINDOPACOM)로 변
경했다. 사실 인도는 기존의 태평양사령부 하에서도 관할에 있었고 아직까지는
전진배치된 군사력의 중대한 조정이나 조직 개편 등을 수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칭은 상징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이 넘게 유지된 사령
부의 명칭을 변경한 것은 대중국 균형전략이 공간적 확장은 물론 동맹역학의 중
대한 변화를 수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2019년 6월 1일 미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 IPSR)’를 발표했다. IPSR 2019는 미국의 군사전략에서 인도77) The White House, “Joint Statement: The United States and India: Enduring Global
Partners in the 21st Century” (7 June 2016).
78) Richard M. Rossow, “A More Balanced U.S.-India Strategic Partnership,” CSIS (20
December 2019).
79) Donald Trump,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Washington D.C. (2017),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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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전구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으며, 전구 내의 도전 및 위협 요인 중에 현상
타파 성향을 지닌 중국이 가장 위협적이라고 명시했다.80) 또한 대만을 국가로
지칭하며 ‘하나의 중국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나아가 대만이 싱가폴, 뉴질
랜드, 몽골과 더불어 인도-태평양 전략의 4대 핵심 파트너십 국가 중 하나임을
강조했다.81) 결국 IPSR은 중국과의 패권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미
국은 ‘일대일로 전략’으로 지역패권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군사적 압
박의 범위와 수위를 확대할 것임을 의미한다.

(3) 네트워크화된 다자협력 추진
(가) 인도-태평양 안보 네트워크
중국을 겨냥한 균형행위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부분은 60년 이상 된 허브앤-스포크 체제의 다자화 움직임이다. 2016년 9월 카터 국방장관은 재균형전
략의 전개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였다. 1단계가 군사력을 전진배치하는 것이었
다면, 2단계의 목표는 전력의 질적개선을 추구함과 동시에 ‘동맹과 파트너들을
함께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필리핀-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을 연결하는 MSI를 지역 해상 안보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예로 손꼽으면서, 마지막 3단계에서는 1, 2단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
역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질적강화를 추구하고 아태지역의
안보 네트워크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82)
IPSR 2019 역시 ‘인도-태평양의 안보 네트워크 건설’을 전투태세 준비, 파트
너십 증진과 함께 3대 핵심 과업 중의 하나로 제시했다. 재균형전략에 비해 전
략적 파트너의 대상이 다양화,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ASEAN나 ARF
80) Patrick M. Shanahan,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U.S. Department of Defense (1 June 2019),
pp. 7-10.
81) 같은 책, p. 31.
82) Ashton B. Carter, “Remarks on “The Future of the Rebalance: Enabling Security
in the Vital & Dynamic Asia-Pacific,” U.S. Department of Defense, Washington
D.C. (29 Septem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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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다자협력은 물론 한-미-일, 미-일-호, 미-일-인 등 동맹-파트너간
의 3자 협력이 지역 네트워크화의 중요한 축임을 명시했다.83)

(나) 미-일-호, 한-미-일 3자 파트너십
미-일-호 삼각동맹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군사전략의 주축으로 새롭게 자
리매김하고 있다. 2001년 호주의 주도로 합동군사능력 발전을 목표로 하는 미일-호 3자간의 고위급 관료회의가 시작되었다. 시드니 선언을 통해 수립된 일
본-호주간의 밀월 관계는 3자간 군사협력을 더욱 촉진시켜, 2006년부터는 장
관급 ‘3자 전략대화(Trilateral Strategic Dialogue, TSD)’가 정례화되었다. 이
후 미-일, 미-호 양자관계에 기초한 미-일-호 삼각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에서 가장 발전된 3자 안보협력 관계로 자리잡았다. TSD에 근거해 3국이 연합
으로 지상기동훈련(Excercise Southern Jackaroo)과 공중훈련(Exercise Cope
North Guam)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는 미-호 양국군이 실시해오
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Talisman Sabre)에 자위대가 동참으로써 군사협력의
범위가 한층 더 확대되었다. 2019년 훈련은 사상 최대의 규모로 3만4천여 병력,
항공모함을 포함한 20여척의 군함, 200대 이상의 항공기가 동원되었다.84)
전진배치되어 있는 미군자산, 동맹의 군사적 역량,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한-미-일 삼각동맹은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의 주축이다. 삼각협력은 냉전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는

TCOG(The

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을 중심으로 한 북핵프로그램에 대응한 정책공조가 주요 목
적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군사정보공유, 그리고 해상안
보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3국은 2008년부터 시작된 ‘3자 안보토의(DTT)’를
중심으로 안보에 대한 협력을 시작했다. 그 결실로 2014년 12월 3국의 국방 당
국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 맺은데 이어, 2016년에는 한국이 사드배치

83) Shanahan (2019), pp. 44-46.
84) U.S. Department of Defense, “Joint Statement: Australia-US-Japan Defence
Ministers’ Meeting” (6 Jun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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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최종 결정함으로써 미일 중심의 미사일방어체제에 한국이 또 하나의 축으로
포함되었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에게는 2019년 8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미국은 한국의 결정이 ‘한일관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며
압박했다.85) 2019년 11월 한국 정부는 입장을 번복하고 지소미아의 연장을 발
표했다. 2018년에는 처음으로 3국의 군수뇌부가 모이는 ‘합참의장급 회의
(Tri-CHOD)’를 개최해 정보교환은 물론 동북아 이외의 안보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일간 군사정보교환(GSOMIA)에 더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3국 연합훈련 등 살과 살을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보완된다면, 한-미-일
3각동맹을 통한 대중국 견제의 효과는 한층 더 증대된다.
(다) 미-일-호-인 다이아몬드 안보협력체제
미-일-호-인간의 4자 안보협력체제(Quad)는 ‘일대일로’를 통해 영향력 확
대를 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축으로 새롭게 부
활했다. 2000년대 초반 호주와 일본 간의 밀월은 미일동맹과 미호동맹 사이에
연결고리를 형성하였고, 호주의 주도로 3자 안보대화(Trilateral Security
Dialogue)가 시작되었다. 3자 안보협력은 외연을 더욱 확장하여 2007년에는
인도를 포함하는 4자 전략대회로 이어졌고, 미국과 인도간의 해상군사훈련인
말라바(Malabar)에 일본과 호주가 포함되었다. 친중 성향이 강한 러드(Kevin
Rudd) 총리의 집권 이후 호주가 탈퇴를 선언하면서 4자 협력체제가 일시적으로
붕괴하는 듯 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행태와
2013년 ‘해상실크로드구상(MSRI)’의 공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4자 협력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2017년 동아시아 정상회담에 모인 미-일인-호의 대표들은 QUAD를 부활시켰다.86) 미국은 일본과의 방위협력지침 개
85) Randall Schriver and Victor Cha, “The Importance of U.S.-Japan-Korea Trilateral
Defense Cooperation,” CSIS (28 August 2019).
86) Jesse Barker Gale and Andrew Shearer, “The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and
the Maritime Silk Road Initiative,” CSIS (Marc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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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통해 미일동맹의 활동 범위를 확장시켰고, 여기에 호주와 인도를 편입시킴
으로써 지리적으로 중국을 둘러싸는 거대한 방어선을 구축한 셈이다. 물론 전통
적으로 비동맹 노선을 추구해온 인도가 아직까지는 4자 협력에 미온적인 게 사
실이다. 하지만 1962년 전쟁이후 지속되고 있는 중국과의 국경분쟁, 중국의 해
양실크로드와 인도양에서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중국-파키스탄 밀월은 협력에
대한 강력한 유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떨어져 있던 살과 살을 연결하여 만들어
진 안보 네트워크는 미국의 군사력 투사를 보장하는 동시에 중국의 전략적 계산
을 복잡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보다 효과적으
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해준다.

5. 결론
미국 주도의 국제체제의 등장은 극성과 안정성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부
터 세력균형, 집단안보와 동맹, 중견 및 약소국들의 행동, 세력전이에 이르기까
지 기존의 이론적 관점들이 여전히 유용한가에 대한 질문을 요구하고 있다. 단
극체제는 역사적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에 답하는 일은 쉽지 않다. 오
늘날 가장 뜨거운 관심은 단극체제 하에서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과 그로 인한
양극체제로의 이행이다. 현재와 같은 힘의 배분 구조는 중국과 미국의 대외정책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 지속된다면, 쇠퇴
하는 패권국은 새롭게 부상하는 경쟁자를 대상으로 어떠한 전략을 펼치게 될 것
인가?
미중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엇갈리는 분석과 전망이 제시되고 있는 가
운데, 본 연구는 ‘경제적 상호의존도의 심화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확산으로
인해 과거와 달리 미국이 균형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주장과는 달리 미국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균형행위를 체계적으로 펼치고 있음을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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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는 ‘균형행위의 부재’라는 현실인식이 ‘균형이론의 빈곤’에서 기인하
고 있음을 강조한다. 명쾌하지 않고 모호하게 개념화된 분석틀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면, 현실에서 의미심장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
할 우려가 있다.
보완된 분석틀은 중국의 지역패권국화를 견제하려는 미국이 대중국 균형전략
을 펼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낸다. 그와 같은 군사적 압박은 양국 간의 전략적
불신을 더하고, 편가르기를 조장하고,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 그러한 환경이 지속될 경우 우발적 충돌에 따른 위기 발생의 가능
성은 높아지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수반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선제 또는 예방
공격이 한 국가의 전략적 선호가 될 수 있다.
미중경쟁의 첨예화는 중견국들의 대외정책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한다. 외교
적으로는 미국과 가깝고 지리적으로는 중국과 인접한 국가일수록 어려움은 더
커진다. 일각에서는 미중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등거리 균형외교’ 또는
‘헤징’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미국이 대중 군사적 압박의 수위를 높이며
본격적으로 포위⋅봉쇄 전략을 펼치더라도 그와 같은 실리위주의 접근을 지속
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87) 미중관계의 변화 속에서 한국이 어떤 대응전략
을 구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미중경쟁의 현재와 미래를 체계적으로 짚
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87) 일례로, 미어샤이머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미중으로부터의 압박뿐만 아니라 자국의
안보를 보장해 줄 강력한 보호자에 대한 스스로의 필요성 때문에, 결국 둘 중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Mearsheimer (2014), p.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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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U.S. Military Balancing
against China
Hee-Yong Yang (Korea Military Academy)

This study attempts to demonstrate that the U.S. has resorted to balancing
strategy, driven by the rise of China as a potential regional hegemon. Despite
its general acceptance, the concept of balancing lacked clarity in its definition
and methodology. Coupled with renewed focus on economic interdependence,
the narrowly defined concept contributed to the wide-spread understanding
that the U.S. does not harbor any intention to balance China and is content
with its traditional role as an off-shore balancer, while transferring major
security burdens to its allies and partners. Such understanding is at odds not
only with realist theory but with the reality in which the U.S. officially
defines China as a revisionist power seeking to displace the U.S. as the
dominant regional power. This study presents a modified analytical
framework with explicitly delineated sets of military activities to measure
America’s balancing behavior. This study finds that the U.S. has embarked
on the strategy of balancing with three major components: (1) the forward
and scattered deployment of troops and equipment, (2) military operational
concept specifically designed to address China’s military buildup, (3) the
Bismarckian system of multilateral military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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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트럼프 시대 미군의 전력 운용개념 연구
: ‘전 지구적 운용모형(GOM)’과 ‘동적 전력운용(DFE)’을 중심으로

김태현 (국방대학교) *
이성훈 (국방대학교) **

1. 서론
2. 개념적 고찰
3. 전 지구적 운용모형(GOM): 태세와 주요 내용
4. 동적 전력 운용(DFE): 개념, 사례, 평가
5. 정책적 시사점
6. 결론

본 논문은 중국과의 평시 장기적 ‘경쟁전략’, 그리고 억제 실패 시 중국
의 ‘기정사실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력 운용개념이라는 관점에
서 GOM과 DFE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에 따라 미국은 GOM⋅DFE를
통해 평시에 중국에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헛된 노력을 소모하는 ‘비용부과’
식 접근을 지향하며, 회색지대 분쟁에 대비하여 중국의 신속한 기정사실화
를 차단하기 위한 전 지구적 전력 운용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GOM⋅DFE가 미국의 전략⋅전력기획체계에서 어떤 위상과 의
미를 가지는지 분석하고, GOM과 DFE의 태동 배경과 필요성, 핵심 내용,
적용 사례를 분석한다. 나아가 미국이 새롭게 제시한 GOM과 DFE가 한국
군사안보에 미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주제어 | 중국과 장기적 경쟁전략, 기정사실화 전략, 새로운 전력 운용개
념, 전지구적 운용 모형, 동적 전력 운용, 비용부과, 불확실성

1. 서론
2020년 4월 19일 미국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B-52H 5대를 미국
본토로 철수시켰다고 발표하였다. 미국방부는 “공군은 2004년 이후 순환배치를
통해 태평양 지역에 지속해서 폭격기 주둔을 유지해오던 관행을 종식했다. 이는
적이 예측하기 어렵게 하기 위한 전 지구적 배치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전략사령부도 “전략폭격기가 필요할 경우보다 광범위한 해외거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개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접근방식으로 전환했다. 전략폭
격기는 미국에 영구 주둔한다”라고 밝혔다.1) 이를 둘러싸고 국내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자 더 많은 해상전력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폭
격기를 본토로 철수했거나,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고려하거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조치, 혹은 확장억제
의 약화 조짐이라는 다양한 해석과 우려가 제기되었다.2) 이에 한국 국방부는
이러한 미국의 조치가 ‘새로운 전력 운용개념’의 일환으로 시행된 내용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한미간에 충분히 협의가 이뤄졌다
고 밝혔다. 4월 23일 미국은 일주일 만에 B-1B 전략폭격기 1대를 주일 미군기
지 인근으로 전개하여 일본 전투기와 연합훈련을 수행하였는데, 미 공군은 이것
이 ‘DFE(동적 전력운용, Dynamic Force Employment)’의 일환이라고 밝혔
다.3) 미 전략폭격기가 괌에서 본토로 배치되어 전지구적으로 운용되는 상황을
둘러싸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이 주장하는 ‘GOM(전지구적 운용
모형, Global Operating Model)’과 ‘DFE’의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DFE’는 GOM과 함께 2018년 국방전략서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이다. 이후에
* 주저자
** 공동저자
1) “미국, 괌에서 배치한 B-52 전략폭격기 5대 철수,” 뺷조선비즈뺸(2020. 4. 19).
2) “미 전략자산 철수로 북에 협상 손짓?,” 뺷동아일보뺸(2020. 4. 20).; “미국, 괌에서 배치한
B-52 전략폭격기 5대 철수,” 뺷조선비즈뺸(2020. 4. 19).; “괌서 전략폭격기 뺀 미국, 또다시
고조되는 확장억제 약화 우려,” 뺷중앙일보뺸(2020. 4. 20).
3) “괌서 B-52 철수시킨 미국, 일본에 B-1B 직송… 은밀, 신속 새전략 시연,” 뺷헤럴드경제뺸
(202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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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된 2018년 미국 군사전략서(NMS)도 전력 운용개념으로서 GOM⋅DFE에
무게를 두고 서술하였다. 하지만, 미국 전략문서는 개념적 수준에서 원론적 수
준의 내용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후에 언론에
서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것 이외에 ‘새로운 전력운용 개념’의 실체를 규명할 만
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핵
심 전략자산의 이동배치 소식이 나올 때마다 근거 없는 주장과 우려가 동맹국에
서 제기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국의 전략자산 재배치를 둘러싼 불필요한 우
려와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제시한 새로운 ‘전력 운용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새로운 전력 운용개념으로 제시된 GOM⋅DFE는 2018년 발간된 국방전략서에
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전략의 일환으로 등장하였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수정주의적 도전을 겨냥하여 냉전기 ‘장기적 전략경쟁(long-term competition)’
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테러와의 전쟁’ 패러다임에서 ‘강대국 경쟁’ 패러다임으
로 국방전략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4) 이것은 미국이 재래식 전력과 핵
전력의 압도적 우위로 세계질서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던 단극질서와의 결별
을 의미한다. 미국은 중국과의 장기적 경쟁을 위한 접근방법으로 ‘미국의 강점
과 중국의 약점이 집약된 영역’에서 중국을 도전적으로 만들어서 주도권을 확보
하고 ‘경쟁적 공간’을 확대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5) ‘경쟁적 공간’이 무엇
인지 국방전략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지만, ‘전력 운용’ 측면에서 경쟁적 우위와
주도권 확보의 영역을 확장하는 방법으로서 DFE와 GOM이 제시되었다. 미 국
방전략서는 이러한 전력 운용 모델을 적용하여 적에게 불확실성을 자극하여 불
리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미국의 노력을 확장하면서도 중국의 노력을 좌절시키
고, 불리한 조건에서 분쟁에 임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새롭게 제시된 GOM⋅DFE가 미국 국방전략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해서
4) Speech by Secretary of Defense James Mattis at John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January 19, 2018).
5) Department of Defense, Summary of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 C: DoD, 2018),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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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다. 사실 DFE와 GOM과 같은 ‘전력
운용모형’이 국방전략서에 반영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전력
운용모형은 일반적으로 NSC 수준에서 수립되는 CPG(Contingency Planning
Guidance, 군사기획지침)와 같은 국가안보전략 실행문건에 포함됐었기 때문이
다.6) 그만큼 DFE와 GOM이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는 것을 방증한다. 그런데도 국방전략서와 군사전략에서는 개략적인 개념적 수
준의 언급만 있을 뿐 실체가 불분명하다. 미국의 전력 운용개념인 작전개념, 지
역사령관들의 전구 작전계획, 전력관리체계는 비밀문서로 작성되어 외부에 공
개되지 않기 때문에 GOM과 DFE에 대한 연구가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빈약한 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중국과의 평시 장기적 ‘경쟁전략’, 그리고 억제 실
패 시 중국의 ‘기정사실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관점에서 GOM과
DFE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에 따라 미국은 GOM⋅DFE를 통해 평시에
중국에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헛된 노력을 소모하는 ‘비용부과’식 접근을 지향하
며, 회색지대 분쟁에 대비하여 중국의 신속한 기정사실화를 차단하기 위한 전
지구적 전력 운용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GOM⋅DFE가
미국의 전략⋅전력기획체계에서 어떤 위상과 의미를 가지는지 분석하고, GOM
과 DFE의 태동 배경과 필요성, 핵심 내용, 적용 사례를 분석한다. 나아가 미국이
새롭게 제시한 GOM과 DFE가 한국 안보에 미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료의 다변화와 방법론의 변화
를 추구하였다. 자료의 다변화 측면에서 본 연구는 미국 국방전략서 작성에 주
도적인 역할을 했던 콜비(E. Colby)의 기고문과 상원 군사위원회 속기록, 국방
전략서 검토위원회(NDS Commission)의 보고서, 미국방 관계자의 언론 기고와
세미나 발표자료, 아태지역과 나토 지역에서 훈련 연습, 태세 조정과 같이 미국

6) Susanna Blume, “How the US can get more strategic Bang for its Force Structure
Buck(2018. 2. 1),” https://warontherocks.com/2018/02/united-states-can-getstrategic-bang-force-structure-buck/ (검색일: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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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군사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유럽사령부, 나토, 인도 태평양사령부(이하, 인
태사령부)의 공식 발간물 등을 교차 비교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랜드연구
소(RAND), 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 미국 국방대학교(NDU)에서 발간되고
있는 국방전략 분석보고서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FE와 GOM을
규명하기 위해 2018 국방전략서 및 군사전략서 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부에서
발간된 전략기획 문서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7)

2. 개념적 고찰
가. GOM과 DFE의 개념
GOM⋅DFE는 2018년 국방전략서에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서 미국이 러시아
와 중국과의 경쟁과 제한전쟁을 대비하려는 맥락에서 태동한 ‘전력 운용개념’이
다. GOM은 ‘깡패국가’에 대한 대응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탈냉전기 직후 미국의
‘전력 운용모형’과 ‘태세’에서 벗어나서 급변하는 전 지구적 전략환경에 존재하
는 불확실성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강대국 경쟁과 전시 임무 달성에 적합하게 개
발된 운용개념이다.8) GOM은 C4ISR, 전략 기동성, 反 WMD 확산, 사이버, 우
주, 핵 능력 등을 ‘접촉전력(contact), 신속대응전력(blunt), 증원전력(surge),
본토방어전력(homeland)’의 네 가지 층위(layer)로 구분하였다. 이 중에서 ‘접
촉전력’은 무장분쟁 이전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하고, ‘신속대응전력’은 적의
침략을 지연, 약화, 거부하며, ‘증원전력’은 전시 결정적 승리와 확전을 관리하
며, ‘본토전력’은 미 본토 방어를 하는 데 목적이 있다. GOM은 ‘전투 신뢰 유연
7) 트럼프 행정부가 발간한 전략문서는 다음과 같다. NSS(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7), NDS(National Defense Strategy, 2018), NMS(National Military Strategy,
2018), NPR(Nuclear Posture Review, 2018), MDR(Missile Defense Review, 2019),
IPSR(Indo-Pacific Strategy Report, 2019).
8) DoD, Summary of 2018 NDS of the USA: Sharpening the America’s Competitive
Edge,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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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세’를 강조하면서 분쟁 시 기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경쟁능력을 높여 국가지휘
부에 다양한 군사 대안을 제공하려 한다.9)
한편, DFE는 ‘능동적 대규모 전력 운용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면서 주요 분쟁
에 대한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력 운용개념이다. DFE는 우발사태에 대비한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장기적 전투태세를 확고하게 하면서도 능동적으로 전략환
경을 조성하기 위해 ‘즉각 전략(ready force)’을 유연하게 사용하는데 방점을
둔다. 여기서 말하는 ‘즉각 전력’이란 미 합참에서 분류한 ‘전력의 범주’ 중에서
전투력 정비 중인 ‘유지전력(retained forces)’과 지역사령관에게 고정적으로
할당된 ‘위기대비전력(threshold forces)’을 제외한 후 DFE에 가용한 전력을
의미한다.10)
GOM⋅DFE는 강대국과의 경쟁전략에 대비한 전력 운용개념이다. 미국은 중
국과 러시아가 A2/AD(Anti-Access/Area Denial) 능력을 기반으로 회색지대
에서 기정사실화(fait accompli) 전략을 추구하면서 ‘거리의 폭정’에 시달리는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A2/AD 전력을 집중적으로 강
화하여 미국의 원거리 투사능력 개발과 배치에 드는 비용을 강요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자산을 방호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강요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미국
은 ‘중국판 비용부과’의 함정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미국은 중국과 전면전을 상정한 전면 파괴나 정권 교체
를 추구하여 ‘자체소모’를 유발하기보다 대만과 같은 동맹국에 대한 침략을 차
단⋅억제하는데 목표를 두었다.11) 여기서 국방전략서(2018)는 중국의 A2/AD
와 기정사실화 전략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미국의 강점과 중국의 약점이 집약된
9) DoD, Summary of 2018 NDS of the USA: Sharpening the America’s Competitive
Edge, p. 7.
10) Tyson Wetzel, “Dynamic Force Employment; A Vital Tool in Winning Strategic Goal
Competition,” in: https://thestrategybridge.org/the-bridge/2018/9/18/dynamicforce-employment-a-vital-tool-in-winning-strategic-global-competition (검색
일: 2020. 4. 21).
11) Elbridge A. Colby, Testimony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Hearing
on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by Director of the Defense
Program of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January 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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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중국을 도전적으로 만들어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경쟁적 공간’을 확
대하는 개념을 제시하였다.12) ‘경쟁적 공간’이 무엇인지 국방전략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지만, 군사력 운용에 있어서 ‘DFE(동적 군사 운용)’, ‘태세’와 ‘작전’
을 통해 적에게 ‘불확실성’을 불러일으켜서 적을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미
국의 노력을 확장하면서도 중국의 노력을 좌절시키고, 불리한 조건에서 분쟁에
임하도록 강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GOM⋅DFE는 전시 국방전략의 맥락과도 연결된다.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냉
전 직후의 이라크전처럼 모든 영역에서 우세를 장악한 이후 적을 영토에서 축출
하는 전쟁방식에서 탈피하고자 한다. 미국은 분쟁지역에서 해상, 공중, 사이버
영역 등에서 우세를 확보하지 않고도 중국의 공격을 무디게 만든 이후 격퇴하는
전투수행 개념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중국의 공격을 무디게 만들고, 점진적으
[그림 1] 미국 국방전략서의 3개 노력선과 GOMㆍDFE
목표

억제 - 격퇴 - 확전 방지ㆍ경쟁으로 복귀 - 승리

전력
건설

전력
운용

노력선
경쟁적 접근

공동 기획

조직혁신
예산 가용성

작전개념

수단 및
방법

경쟁 우위

상호운용성

기술-전략 통합

태세
방산

전력관리체계

지역

(DFE/GOM)

동맹강화

획득

#2: 동맹강화

#3: 국방혁신

#1: 치명적 군사력

① 작전적 비예측성 ② 정부 노력 통합 ③ 회색지대 강압 대응 ④ 경쟁적 마인드

출처: DoD, The Summary of 2018 NDS (Washington D. C.: DoD, 2018).; Mark T. Esper,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Advance
Policy Questions for Nominee for Appointment to be Secretary of Defense (July 16, 2019). 종합.

12) DoD, Summary of 2018 NDS of the USA: Sharpening the America’s Competitive
Edge,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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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역전이 되면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확전’, 혹은 ‘미국
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에 굴욕적으로 합의해야 하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 하게
만드는데 방점이 있다.13)
<그림 1>에서 보듯이 GOM⋅DFE는 평시 중국과 ‘경쟁’을 준비하고, 억제 실패
시 중국의 기정사실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평시 전력 운용개념이다. GOM⋅
DFE는 경쟁전략의 맥락에서 제시된 국방전략의 ‘치명적 군사력’, ‘강력한 동
맹’, ‘국방혁신’의 세 가지 노력선 중에서 치명적 군사력의 핵심 구성요소이다.
국방전략서는 ‘경쟁전략’의 첫 번째 노력선인 ‘치명적 군사력’을 건설하는 하위
요소로서 전력 ‘운용’과 전력 ‘건설’의 두 개 범주로 대별하였는데, GOM⋅DFE
는 전자에 속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방전략서는 전력 운용개념으로
GOM⋅DFE를 제시하였지만, 개략적 개념만 있을 뿐 자세한 설명이 빠져 있다.
이것이 미국 전략기획체계에서 어떤 성격을 띠는지도 제시하지 않았다. 다음 절
에서는 GOM⋅DFE가 기획 절차상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지 규명한다.

나. 미국 전략기획 체계상 GOM⋅DFE의 성격
DFE와 GOM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전략기획체계 절차에서 그것이 어떤
위상을 가지는지 ‘형식’적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력 운용개념’으로 제
시된 DFE와 GOM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국방부 차원의 최상위 전략문서인
국방전략서(NDS)는 군구조와 건설, 운용, 태세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지침을 제
공한다. 이를 기초로 장관의 국방기획지침(DPG, Defense Planning Guidance)
은 예산과 ‘군사력 건설(development)’을 위한 최상위지침을, 군사기획지침
(CPG, Contingency Planning Guidance)은 전력 운용을 위한 최상위지침을
제공한다.14) 이렇게 볼 때 GOM⋅DFE는 CPG를 통해 구체화된다고 볼 수
13) Elbridge A. Colby, Testimony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Hearing,
p. 6.
14) Elbridge A. Colby, Testimony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Hearing,
p. 12. 군사력 운용지침(GEF, Guidance for the Employment of the Force)은 CPG로 통
합되었다. 합참은 DPG와 CPG로부터 CPR(Chairman’s Program Recommendation)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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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주목할 점은 전략문서에서 ‘운용’의 개념이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점이다. 미
국방부 군사용어 사전은 ‘운용’을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전력 사용(use of
force)’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15) 이렇게 보면 넓은 의미의 ‘운용’ 속에
는 GOM⋅DFE뿐만 아니라 작전개념, 태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2018
국방전략서는 GOM⋅DFE를 ‘전력 운용개념’으로 좁게 규정함으로써 넓은 의미
에서 사용되는 운용의 구성요소인 ‘작전개념’과 ‘태세’의 범주를 모호하게 하였
다. 국방전략서는 ‘치명적 군사력 건설(노력선#1)’을 달성하기 위한 하부요소로
전력건설(development), 전력태세(posture), 전력 운용(employment), 작전개
념(operational concept)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서 태세, 운용, 작전개
념의 개념은 독립적 범주로 쓰이고 있음을 수 있다.
한편, 2018년 발간된 군사전략서는 개념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있다. 군
사전략서는 군사전략의 범주를 ‘전력 운용’, ‘전력구상’(force design), ‘전력
건설’ 등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여기서 ‘전력 운용’의 범주 속에 ‘작전개념’,
‘전력관리(force management)’, 국방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의사결
정 사항’ 등을 포함하고, 태세(posture)를 ‘전력관리’와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하
고 있다.16) 중요한 것은 GOM⋅DFE를 전력관리의 일부로로 인식한다는 점이
다. 특히, 미 육군대학에서 발간한 기획 교범도 GOM⋅DFE가 ‘운용’의 하위개
념인 ‘전력관리’로 범주화된다고 구분한다.17)
종합해보면, 국방전략서에서 ‘전력 운용’ 개념으로 제시된 GOM⋅DFE는 기
획 체계상에서는 ‘전 지구적 전력관리체계(GFM, Global Force Management)’
의 일부로 취급됨을 알 수 있다. GFM은 국방장관이 지역사령관에 할당한 임무
GCP(Global Campaign Plan)를 작성한다. 이에 기초하여 합참의장은 NMS를 작성하여
NDS의 군사적 측면을 구현하면서 작전개념 발전에 주안을 둔다.
15) DoD, DoD Dictionary of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 (Washington D. C.: DoD,
2020), p. 74.
16) JCS, Description of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2018 (Washington D. C.: JCS,
2018), pp. 1-3.
17) US Army War College, Campaign Planning Handbook (Pennsylvania: Department of
Military Strategy, Carlisle Barracks, 2020),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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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전력을 관리하는 도구로서 국방장관이 지역사령
관들에게 전력을 배분하는 절차이다. GFM은 전역 임무 전력지정(assignment), 현용작전 전력배분(allocation), 계획수립 전력할당(apportionment)
등 세 가지 형태를 통해 임무 수행을 위한 전력을 배분한다.18) 그렇게 함으로써
국방부가 NDS(국방전략서), NMS(군사전략서), UCP(통합지휘계획, Unified
Command Plan), CPG(군사기획지침, Contingency Planning Guidance),
DPG(국방기획지침, Defense Planning Guidance)에 포함된 전략지침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한다.19) 이에 미 합참의장도 DFE는 ‘전력관리 체계’를 통해 시행
하라고 지시하였다.20)
GFM체계에서 GOM은 전 지구적 일일 작전을 수행하고, 위기상황에서 확전
을 통제하거나 전방으로 증원하는 전력을 포함하는 전력 운용 지침이라 볼 수
있다. 모든 전력은 ① 특정 시간대에 무장분쟁 이전에 경쟁하는 ‘접촉전력’,
② 적의 침략을 지연, 약화, 거부하는 ‘신속대응전력’, ③ 분쟁 확대를 관리하고
적대행위에서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 전개되는 ‘증원전력’, 그리고 ④ 미국의 영
토적 주권을 보장하고 미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본토방어전력’의 네 가지 층
위 중 하나에 속하도록 하였다. 한편, DFE는 전 지구적으로 운영되는 상비 운
용 전력의 소요와 신뢰성 있는 능력이 담보된 증원전력의 소요 간 균형을 맞추
는 역할을 한다. 특정 지역의 감축이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DFE는 국가지휘부 수준에서 결정된다. DFE는 대규모 분
쟁을 포함하여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전 합동군의 준비태세를 충분하게 유
지하는 데 목적을 둔다.

18) 국방장관은 지역사령관에게 UCP임무 및 기타 책임을 수행하도록 전력을 ‘지정(assign)’하
며, 현용작전적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배분(allocate)’하며, 순수 계획을 할 수 있도
록 ‘할당(apportion)’한다. 세 가지 영어개념은 한국어로 모두 ‘전력을 할당한다’라는 의미
하지만, 전력을 할당하는 목적에 따라 다른 영어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어로
는 전력의 할당 ‘목적’에 따라 달리 번역하였다.
19) JCS, Joint Publication 5-0: Joint Planning (Washington D. C: JCS, 2017), p. E-1.
20) US Army War College, Campaign Planning Handbook,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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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 지구적 전력관리체계(GFM)

출처: US Army War College, Campaign Planning Handbook (Pennsylvania: Department of Military
Strategy, Carlisle Barracks, 2020), p. 10.

GFM절차를 활용하여 ‘할당된’ 전력들은 GFMIG(전 지구 전력관리 수행지침,
GFM Implementation Guidance)라는 전략문서로 작성된다. 이것은 비문으로
작성되며 전 지구적 관점에서 전력을 관리하기 위한 국방장관의 지침을 제공하
는 문건이다. GFMIG는 ‘지정’, ‘배분’, ‘할당’의 형태로 지역사령관에게 전력을
분배하는 구체적 지침을 포함한다. 한편, GFMAP(전 지구 전력관리할당계획,
GFM Allocation Plan)는 모든 전력에 대한 전 지구적 전개 명령으로서 특정
시점과 시간 동안 전개되어야 할 전력들을 명시한다.21)

다. 전력 운용개념으로서 GOM⋅DFE
넓은 의미의 ‘전력 운용’은 작전개념, 전력관리, 태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21) JCS, Joint Publication 5-0: Joint Planning, p. II-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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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GOM⋅DFE는 ‘전력관리’의 요소로서 전력 운용의
하부요소인 작전개념, 태세와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며, 전력 운용을 지원하는
군사교리 및 교육훈련 등과 긴밀한 상호작용을 한다.
[그림 3] 미국 전력 운용 체계와 GOMㆍDFE
태세(Posture)

운용 요소
분쟁시나리오: Gray

경쟁전략

Zone “A2/AD, fait

(경쟁적

accompli”
작전개념

전력관리

(operational

(GOM, DFE)

지원요소

우위)

concept)

군사교리

훈련 연습

기타

(MDO)

(MDTF, PP)

(동맹 등)

출처: DoD, The Summary of 2018 NDS of the USA (Washington D. C.: DoD, 2018).; JCS, Description of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2018 (Washington D. C.: JCS, 2018).; US Army War College, Campaign Planning Handbook (Pennsylvania: Department of Military
Strategy, Carlisle Barracks, 2020). 등 다 출처 종합.

첫째, GOM⋅DFE는 급변하는 전 지구적 전략환경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고도의 적응력을 갖춘 전력관리 체계로 도입되었다. 미군전력은
대부분 탈냉전기 전략환경에 맞추어진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작전적 비
예측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DFE 체계를 적용하고, 분쟁지역으로 경쟁적인 투
사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GOM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전력관리 요소들은 모두
GMFIG라는 비문으로 작성되어 공개되지 않는다.
둘째, ‘작전개념’은 군사력을 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군사력 건설 근거를
제공한다. 작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선 경쟁자와 적들이 새로운 작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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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에 기초하여 미
국은 미국의 치명성을 높이고 경쟁적 우위를 날카롭게 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작전계획은 아태지역에서 세부적 군사력을 어떻게 운
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담고 있는 것으로, 경쟁적 우위를 달성하는
목적을 가진 ‘전력구상’ 단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전력관리모델인
GOM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2018년 국방전략서 검토위원회와 에
스퍼(M. Esper) 국방장관이 밝혔듯이 아직 미군은 세부적 작전개념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태세’는 작전개념 및 전력 운용개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최근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수정주의 국가들의 침략을 억제하고, 기정사실화 전략
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선 방어’의 개념을 강화하면서 ‘전투 신뢰 전방전력
(CCFF, Combat Credible Forward Force)’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선
배치의 강조는 GOM⋅DFE 시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운용 요소에 포함되지 않지만 운용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군사
교리와 교육훈련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미국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A2/AD 능
력을 극복하고 무력분쟁 이전단계의 분쟁지역으로 장거리 전력을 투사하기 위
한 교리를 개발하고 있다. 미국은 A2/AD에 대한 대응개념으로 지상군 다영역
작전(MDO), 공군 다영역지휘통제(MDCC), 해군 분산해양작전(DMO), 해병대
원정전진기지작전(EABO)을 발전시키고 있다.22) 특히, 미국은 ‘치명적 육군’을
이용하여 중국의 A2/AD를 극복하고 회색지대 분쟁으로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
는 MDO에 공을 쏟고 있다. 다 영역작전 가능성과 실질적 운용을 위한 구상은
다영역특임부대(MDTF)의 활동과 연계되어 발전되고 있다. 2017년 창설된
MDTF는 태평양 지역 25,000개 도서 중 일부에 배치된 지대함 미사일 또는 미
해군 함정 상에서 육군 지대함 미사일 자산을 이용하여 적국의 해군 함정을 공

22) MDO(Multi-Domain Operation), MDCC(Multi-Domain Command and Control),
DMO(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s), EABO(Expeditionary Advance Based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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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는 새로운 작전개념을 시험해 오고 있다.
종합해 보면, DFE와 GOM의 작동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략기획체계의
절차 속에서 제반 개념과의 상관관계와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민간관료 위주로
구성된 국방부에서 발간한 국방전략서는 GOM⋅DFE를 ‘전력 운용개념’으로 사
용했지만, 합참의 군사전략서와 전략기획체계에서는 교리상 용어인 ‘전력관리
체계’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DFE와 GOM은 전력 운용의 일부로
서 태세와 작전개념과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이다. 또한, 군
사교리와 교육훈련, 동맹전략 등 전력 운용을 위한 지원요소와 직간접적 영향을
교환한다. 이러한 내적, 외적 상호작용 속에서 DFE와 GOM은 중국과의 장기적
경쟁에서 평시에 효율적으로 경쟁하고, 억제실패시 기정사실화를 무력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투사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3. 전 지구적 운용모형(GOM): 태세와 주요 내용
가. 분쟁 시나리오와 국방전략
트럼프 정부에서 밝힌 미국 국방전략의 중심은 ‘강대국 경쟁’에 있다. 여기서
미국은 냉전기 소련과의 경쟁에서 사용했던 ‘비용부과’ 전략을 하나의 대안으로
보았다. 2018 국방전략서의 핵심적인 설계자인 콜비에 따르면 중국의 기정사실
화 전략에 대응하려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 내에서 ‘비용부과
(cost-imposition)’ 전략을 건의하는 목소리가 컸다.23) 비용부과적 접근의 이
면에는 중국이 서태평양지역에서 비록 군사적 우세를 장악하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중국에 ‘심대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전 지구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듯하다. 상대에게 비용부과의 효과를 기대하는 방식의 경
쟁 전략적 접근은 미국 군사전략에 오랫동안 내재한 일종의 전략문화로서 대중
23) Colby, “How the US could lose a Great Power War,” (검색일: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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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군사전략에서도 유효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이 선호하는 비용부과적 접근만으로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의 공격이 미국의 전
면적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수준
에서 군사력을 사용함으로써 미국의 대응을 절제시키는 전쟁방식을 지향할 것
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미국이 전면적으로 개입하기 이전에 제한적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다. 아무도 전면전의 위험을 원하지 않는 ‘핵 시대’에서 중
국은 미국동맹 네트워크 중에서 취약한 국가를 꼭 집어 집중된 공격을 가하는
것이 최상의 공격전략으로 간주할 수 있다.24) 따라서, 중국이 추구할 수 있는
제한전쟁 전략의 가장 첨예한 형태는 기정사실화(fait accompli)가 될 것이다.
이처럼, 분쟁 양상의 근본적인 변화에 따라 미국은 군사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방부의 전력기획 체계는 이라크,
이란, 북한과 같은 깡패국가들을 격퇴하는데 최적화된 대규모 부대의 전개에 주
안을 둔 전력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였다. 수십 년간 미군은 ‘사막의 폭풍(desert
storm)’ 모형에 기반을 두어 운영되었지만 이러한 모델은 중국과 같은 ‘강대국
경쟁’에서는 유용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전략서(2018)는 강대국 경쟁
에 초점을 두고 미군 태세, 운용, 건설의 변화를 담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
방식에서 탈피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전승이론’(theories of victory)을 격퇴하
기 위한 변화구상에 주안을 두고 있다.25) 미군은 발틱 국가나 대만과 같은 지역
에서 분쟁 초기 단계부터 적의 기정사실화 시도를 지연, 약화, 거부하고 이후에
적의 침략을 격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억제 실패 시 적 공격을 ‘즉각
둔화’시키고, 그 이후에 해, 공, 사이버 영역에서 압도적 우위를 조성하지 않고
도 적의 전략을 격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적에게 확전에
대한 부담을 각인시키면서, 전투가 합리적이고 비례성있음을 과시해야 한다.
24) Elbridge Colby, “How to win America’s Next War(2019. 5. 5),” in: https://
foreignpolicy.com/2019/05/05/how-to-win-America’s-next
war-china-russiamilitary-infrastructure/ (검색일: 2020. 4. 7).
25) Colby, “How to win America’s Next War(2019. 5. 5),” (검색일: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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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공격이 둔화되고 저지되고 나면 중국, 혹은 러시아는 미국의 결의를 강화
하는 방식의 확전을 택하든지, 아니면 제한적 격퇴에 대한 협상을 택하든지 결
정하도록 강요해야 한다.
미국은 최상의 기술력으로 무장하고 있지만 ‘태세’와 ‘전력관리’ 면에서 기존
방식과 다른 방법을 추구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과거 전
쟁수행 모델은 ‘증원전력에 기반을 둔 전투력’(surge-based force)으로 동맹국
의 영토에서 적을 축출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미국으로부터 적의 공격에 안전한
허브 기지로 순차적으로 병력을 증원한 이후 그 기지로부터 압도적 반격을 가하
는 형태였다. 그러나, 군사기술의 혁명적 진화 때문에 증원단계마다 미국의 병
참선과 핵심 기지들은 적의 공격에 취약하게 노출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전력은
분쟁현장에 도착하는 후속 전력과 함께 적대행위 초기부터 즉각적으로 적의 공
격을 둔화시키고, 기정사실화를 거부하기 위한 전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태세: 전진배치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기정사실화 전략에 대한 현재의 대비태세가 불충분
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먼저 유럽지역에서 나토의 동부 측방지역의
군사적 불균형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럽 군비를 증강하여 러시아 기정사
실화 전략을 격퇴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은 유럽 억제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 내에서 전투 신뢰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분쟁 시 선점 무기
저장고 지역으로 ‘증원 전력(surge layer)’을 강화하는 구상을 발전시키고 있
다. 한편, 아태지역에서 미국은 중국위협에 대비하면서 군사기지와 작전지점의
방어력을 강화하고 복원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아시아 해상과 서부 및 중부 태
평양 지역에 걸쳐서 작전적 대안을 강화하는데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
다. 콜비는 미국의 경쟁전략을 위해 치명적(lethality), 복원력 있는(resilient),
민첩한(agile), 준비된(ready) 합동군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중에서
미국은 지난 세대에 누렸던 ‘전 영역 우세’ 없이도 적 기동전력을 타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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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능력, 그리고 적대행위의 초기 단계부터 적의 집중적 방공과 A2/AD 네트워
크를 관통하여 핵심 전력을 타격할 수 있는 치명적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으로 보고 있다.26)
태세 면에서 미국에 요구되는 핵심 능력은 특정 전력을 전진 배치하는 데 있
다. 미국 내 다수의 전략가는 중국과 경쟁체제를 구축함에 있어서 ‘시간, 거리,
정보의 폭정(tyranny of time, distance, information)’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전진배치’라고 주장하면서 정찰, 신속배치, 정밀탄약의 결합으로 전전
장 배치능력을 구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7) 예를 들면, 크레피네비치(A.
Krepinevich)는 중국과의 경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군도 방어’ 개념을 제안하
면서, 중국의 1도련선을 구성하는 군도에 ‘전진배치 방어’를 하여 분쟁 발생 이
전에 선점해야 하며 중국의 전력증강과 집중을 방해할 수 있는 ‘반 집중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28) 아태지역에서 트럼프 정부의 군사전략에서 강
조하는 전진배치는 단순히 상징적 차원의 동맹 재보장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
라 ‘전투 신뢰 전방전력(CCFF, Combat Credible Forward Forces)’으로서 신
속하게 전개하여 중국의 공격에서 생존한 후 적의 공격을 ‘둔화’시킬 수 있는
전력을 의미한다. 에스퍼(M. Esper) 국방장관은 적의 맹렬한 지속적 공격에도
불구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지, 운용지점, 병참선을
포함한 ‘전투 신뢰 전진배치(CCFP, Combat Credible Forward Presence)’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29) 아태지역은 기지방어에 많은 노력과 자산이 투입되
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미사일 방어, 위장, 기지강화, 기만기술, 기타 수동적 조
치들이 포함된다.30)
이에, 인도-태평양사령부(USINDOPACOM)는 ‘전쟁 이전에 승리(win before
26) Colby, Testimony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Hearing, pp. 6-7.
27) Kurt J. Ryan, “Pacific Pathways: Overcoming the Tyranny of Distance,” Army
Sustainment (March-April 2016), p. 3.
28) Andrew Krepinevich, “How to Implement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in Pacific,”
in: https://breakingdefense.com/2018/02/(검색일: 2019. 1. 6).
29)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Advance Policy Questions for Dr. Mark T. Esper
Nominee for Appointment to be Secretary of Defense (2019. 7. 16), p. 7.
30) Colby, Testimony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Hearing,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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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hting)’하고 ‘필요시 싸워서 이기는’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태세를 가진
‘전투 신뢰억제(CCD, Combat Credible Deterrence)’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
였다.31) 여기서, 태세와 선점은 ‘거리의 폭정(tyranny of distance)’을 극복하
는데 필수적 요소이다. 특히, 미 본토 서부해안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까지 해상
도달 시간은 10일 이상 소요되며, 대규모 증원전력 증강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
항공과 수송을 재배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태사령부는
취약한 동맹국의 능력증강, 초국가위협에 대한 협력, 연합합동 훈련 등에 적합
한 태세를 요구하고 있다.32)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날짜변경선(IDL) 서쪽 지
역의 전력 대부분이 동북아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군 태세와
구상은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전 지역에 걸쳐 균형 있게 배치되
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합동전투력 발휘를 발휘하기
위해 병참 지원의 분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은 광범위한 지역을 걸쳐서 신속한 작전 반응시간을 요구하
는 지역으로 인태사령부는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고도의 준비태
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 지역의 군사대비계획과 작전계획은 동맹국 군대와 연
습, 운용할 수 있는 준비된, 즉각 반응전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날짜변경선 서
쪽 지역의 전방배치 전력은 반응시간을 단축하고, 동맹국의 확신을 강화하며,
잠재적 적의 오판 가능성을 축소한다. 이 때문에 인태사령관은 반응시간을 감안
하여 이에 필수적인 재래식, 전략적 군사력을 인태사령부로 ‘지정’해 달라고 요
구하였다.33) 전방배치전력에 추가하여, 미국의 증원전력과 순환전력, 그리고
DFE 수행에 필요한 전 지구적으로 기동할 수 있는 ‘즉각 전력’은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비대칭 우위요소로 평가된다.

31) Philip S. Davidson, Statement of Admiral Philip S. Davidson, US Navy Commander,
US Indo-Pacific Command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on US
Indo-Pacific Command Posture (12 February 2019), p. 12.
32) Davidson, Statement of Admiral Philip S. Davidson, p. 18.
33) Davidson, Statement of Admiral Philip S. Davidson,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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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OM의 주요 내용과 특징
신속하게 영토를 탈취하고 기정사실화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능력을 거부하
기 위한 해법으로서 국방전략서는 GOM을 제시하였다. GOM은 미군이 9.11테
러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미군의 템포’를 이용하여 강대국 경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미군은 2000년 이후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끊임없이 개입했을 뿐 아니라, 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은 많은 전력도
적을 억제하는 훈련에 참여해 왔다. 물론 이러한 유연성과 템포의 증가는 고강
도 분쟁에 대한 미국의 준비태세를 약화시켰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배경에
서 미국은 작전적 유연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준비태세는 강화할 필요가 있
었다. 이를 위한 결정적 변수는 동맹국과의 관계에 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와 경쟁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미군이 혼자의 힘으로 이러한 모든 과업을 달
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본, 폴란드, 대만, 발틱 국가와 같은 전선 동맹국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을 ‘둔화’시키는 데 집중하면서, 동시에 A2/AD 전력을 건
설하여 중국과 러시아가 공중과 해상으로 기동하는 능력을 제한하는데 집중하
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GOM은 제한전쟁 전략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
다.34) GOM은 핵, 사이버, 우주, C4ISR, 전략 기동 능력을 포함하는 능력을 조
율할 수 있도록 접촉전력, 신속대응전력, 증원전력, 본토방어전력 등 미군 전력
들을 위협대응의 성격에 따라 4개의 층위로 구분하였다.35) 첫째, ‘접촉전력’은
주둔한 지역 동맹국들로 이어진 잠재적 전선에서 적의 정보조작 능력을 거부하
고 잠재적 전투여건을 조성한다. 둘째, ‘신속대응전력’은 취약한 동맹국(우방
국) 내에, 혹은 동맹국 주변에 주둔하면서 적의 공격과 진출을 지연, 약화, 거부
하고 최종적으로 기정사실화를 좌절시킨다. 신속대응전력의 핵심 임무는 ‘증원
전력’ 증강을 위해 시간과 공간을 버는 것이다. 셋째, 증원부대는 현장에 도착

34) Colby, Testimony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Hearing, p. 6.
35) DoD,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SA,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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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교육훈련, 장비 준비, 동맹국과의 전장에서 통합을 거쳐 신속하게 전투에
임해야 한다. 방공부대와 기갑전력과 같이 신속하게 전개되지 못하는 핵심 전력
들은 잠재 분쟁지역 인근에 주둔하고, 보병과 전술공군과 같이 더욱 유연한 전
력들은 적들이 기정사실화를 추구하기 이전에 적과 교전을 해야 한다.
[표 1] 전 지구적 운용모형(GOM)의 구성
구 분
접촉전력
(contact layer)

내 용
⋅동맹국과 회색지대에서 활동을 조율
⋅동맹국 증원, 정보수집, 중국의 살라미 전술을 어렵게 만들어
인식 영역을 지배하거나,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기습 차단
⋅GOM의 핵심적인 전력으로 ‘적의 공격을 둔화(blunting)’
⋅둔화는 미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이전에 자신의 ‘성과’를 굳히려는

신속대응전력
(blunt layer)

적의 시도를 지연(delay), 기능약화(degrade), 거부(deny)하는 데 목적
⋅중국의 기정사실화(fait accompli) 달성 방해
⋅장거리 무기체계, 전진배치, 전투부대 조합(combination)으로
최상효과

증원전력
(surge layer)

⋅결정적 전력 제공, 중국침략 격퇴, 미국이 선호하는 조건으로
분쟁 종결

본토방어전력
(homeland

⋅본토에 대한 공격을 억제, 격퇴하기 위한 전력

layer)
출처: Elbridge A. Colby, Testimony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Hearing on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by Director of the Defense Program of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January 29, 2019), p. 6.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영역은 ‘신속대응전력’(blunt
layer)이다. 인태사령관인 데이비드슨(P. Davidson)은 2018년 4월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주도권을 우려하면서, 중국은 향후
남중국해 군사기지를 이용하여 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군사적 지위에 도전할 수
있으며, 남중국해 도서의 군사력을 압도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국침략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튼튼한 신속대응전력을 유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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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언급하였다.36) 한편, 2020년 랜드(RAND)연구소는 “Russia’s
Hostile Measures: Combating Russian Gray Zone Aggression Against
NATO in the Contact, Blunt, and Surge Layers of Competition”이라는 보
고서에서 러시아의 동유럽 지역에 대한 기정사실화 전략에 대비하여 ‘전진 군사
태세’를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회색지대 분쟁에서 경쟁하여
승리하기 위해 고안된 미육군전략연구소(Army SSI)가 2016년 건의했던 전방
‘접촉전력’을 유럽지역에서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7) 랜드연구
소는 ‘전진 태세’가 러시아의 적대행위를 억제, 차단, 대응하는 핵심요소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나토의 대응전략의 핵심 기조로서 ‘재래식 군사억제 태세’에
집중해야 하며, 이것은 ‘재래식 전력의 전진배치’를 통해 달성될 것이라고 건의
하였다.
미국은 자신의 군사 전력들을 4가지 개념적 층위에 근거하여 운용하는 것이
대중국 전략에 있어 몇 가지 유리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GOM
은 강대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초점을 맞춘 연습과 작전의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
하게 하고, 준비태세에 있어 비효율적, 소모적 노력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럼으로써 군사지휘부가 합동군을 운용할 수 있는 더 좋은 대안을 도출
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또한, GOM을 통해 미국은 전방배치병력의 필요성과
주둔 지역에 대한 명확한 논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유럽
에 전개되는 부대가 ‘신속대응 전력’의 일부라면 그 부대에는 동맹 안보공약 이
행이라는 상징적인 ‘재보장’의 임무를 부과하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말하자
면, GOM은 강대국 경쟁이라는 명확한 목표에 기반을 두고 준비태세를 유지하
면서 가용한 군구조의 전략적 충격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38)
36) “Top US Admiral says China now Capable of Controlling South China Sea(2018. 4.
25),” Foxnews (2018. 4. 25).
37) Ben Connable, Russia’s Hostile Measures: Combating Russian Gray Zone Aggression
Against NATO in the Contact, Blunt, and Surge Layers of Competition (Santa
Monica: RAND, 2020), p. xviii.
38) Susanna Blume, “How the US can get more strategic Bang for its Force Structure
Buck(2018. 2. 1),” https://warontherocks.com/2018/02/united-states-can-getstrategic-bang-force-structure-buck/ (검색일: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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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 수준의 GOM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작전개념이
요구된다. 작전개념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4개의 층위가 어떻게 구성되는
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콜비는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국방전략서 비밀본에 제
시된 자전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작전개념이 구상되어야 한다”
라고 지적한 바 있다.39) 국방전략서 위원회는 새로운 작전개념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한 바 있다.40) 따라서, 국방전략서에 명시된 작전적 문제
점을 다룰 수 있는 표준적인 작전개념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미국내에서 지속되
고 있다. 이처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작전개념이 완성되면 4개 층위의 ‘전
력’이 어떻게 가시화될지 개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4. 동적 전력 운용(DFE): 개념, 사례, 평가
가. DFE의 개념과 필요성
미국은 중국과 경쟁에서 자신의 비용은 줄이면서 중국에 큰 비용을 부과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태세와 장
기적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쟁에서 ‘즉각 전력’을 보다 유연
하게 사용하여 전략환경을 능동적으로 조성하는 ‘동적 전력 운용’ 개념을 만들
었다. 국방전략서는 “전략적으로 예측성 있게, 작전적으로 비예측적이어야 한
다. 우리의 강점과 동맹과의 통합행동은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개입을 과시하지
만, 우리의 DFE, 군사태세, 작전은 적 의사 결정자에게 비예측성을 유발해야
한다. 우리의 동맹과 우방국들과 함께 경쟁자들을 불리한 입장으로 몰아넣고,
그들의 시도를 좌절시키며, 그들의 옵션을 방해하면서 경쟁자들에게 도전할 것
39) Colby, Testimony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Hearing, p. 7.
40) NDS Commission, Providing for the Common Defense: The Assessment and
Recommendations of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Commission (Washington D. C.:
NDS Commission, 2018), p.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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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라고 하였다.41)
이를 위한 미국의 노력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국방전략
서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미군은 DFE를 통해 작전적 수준에서 더 비예측적으로
행동하여 중국에 불확실성을 촉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합참의장 던퍼드(J.
Dunford)는 2018년 4월 의회에서 “DFE를 통해서 적 결심권자에게 비예측성을
유발해라. DFE는 우리가 광범위한 능동적, 다양한 방책을 발전시킬 수 있고,
우발적 군사 상황에 대응력을 유지하면서, 대두되는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병력
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42) 합참의장의 설명은 DFE의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인 비예측성, 민첩성, 능동성을 강조한 것이다. 유사한 맥
락에서 매티스 국방장관은 “현재의 항모순환 배치개념은 3년 후에 어떤 항모가
어떤 곳에 있을 것인지를 예측하게 하므로 강대국 경쟁에 있어서 맞지 않는 개
념이다. 이것은 미국의 결정적 한 방을 노출하는 것이다”라면서 36개월 주기의
항모 배치의 문제점에 관해 설명하였다.43) 그러면서 매티스는 “현재 남중국해
에는 세척의 항모가 있다. 그리고 2주 후에 1척만 있고, 2척은 인도양에 있다”
라는 사례를 들면서 DFE 개념을 강조하였다.44) 이러한 예시는 DFE의 비예측
적, 민첩한 속성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침략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을 내
포한다.
DFE는 국방장관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 2019년 7월 매티스
의 후임 장관인 에스퍼 국방장관은 병력을 DFE 개념에 따라 운용하되 전투준비
태세 보장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그러면서 ‘단기 주기의 DFE’
시행은 장기적 준비태세를 구축할 의도로 이용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45) 또
41) DoD,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SA, p. 7.
42) General Joseph F. Dunford, Jr., “Statement of General Joseph F. Dunford, Jr.,
USMC, 19th Chairman of the JCS: Department of Defense Budget Hearing,”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12 April 2018, pp. 10-11.
43) Secretary James Mattis, Quoted by James Homes in “Jim Mattis Is Pushing the US
Navy to Act Unpredictably: Beneficial in Wartime, A Risk in Peacetime,” The
National Interest (2018. 5. 31).
44) David B. Larter, “Is Secretary of Defense Mattis planning radical changes to how
the Navy deploys?,” Defense News (2018.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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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방전략서의 전략적 우선순위평가, 그리고 DFE 임무와 관련된 기회비용
평가 시에 전략적 손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미국은 DFE를 통해
‘준비되지 못한 경쟁자’를 겨냥하여 미국의 군사배치 의도와 목적을 궁금하게 만
들고, 그들의 작전적, 전략적 계산을 바꾸도록 강요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둔다.
둘째, DFE 개념의 이면에는 위기가 분쟁으로 발전될 경우 전투작전으로의 신
속한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 만약 중국과의 위기가 분쟁으
로 발전될 경우 DFE로서 전투작전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다. DFE는 ‘사전각본이 짜인 모델’이라기 보다는 국방부가 더 신속하게 위기 지
역으로 ‘즉각 전력’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각본 없는’ 실시간의 전력 운용개
념이다. 이러한 DFE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아
직 알려진 바가 없으며, 장비, 병력, 군 태세에 소모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현재
까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나. DFE 적용사례
2018년 국방전략서 발표 이후 미국은 DFE를 적용한 전력 운용의 사례로 다
음 몇 가지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였다. 이것은 전개된 작전전력의 전투력 회복과
정비, 연합연습과 연계된 전개 연습, 안보정세 변동에 따른 실전적 대응, 지역
사령관에 대한 전력증강 등 다양한 목적과 결부되었다. 첫째, 가장 전형적인 사
례로 언급되는 것이 트루먼 항모원정단이다. 2018년 7월 트루먼 항모원정단이
버지니아 노폭으로 복귀한 것은 전형적 DFE 개념의 일환으로 수행한 작전이었
다. 기존 배치개념에 따르면 미 해군의 7개월 순환배치 주기로 정해져 있었지
만, 트루먼 호가 유럽 주둔 임무를 생략하고 아랍 만에서의 순찰 활동을 단축한
것은 ‘단기 경보’하에 이루어진 갑작스러운 임무 전환이었다. 미 해군 작전사의
그래디(C. Grady) 제독은 이러한 조치가 전형적인 DFE 개념의 시행이라고 하

45)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Advance Policy Questions for Dr. Mark T. Esper
Nominee for Appointment to be Secretary of Defense (2019. 7. 16),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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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트루먼 항모전단장 블랙(G. Black) 제독은 “우리는 다음 주에도 전개하
고, 6함대 혹은 5함대로 이동할 수 있다. 우리는 100% 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하였다.46) 항모전단의 작전지역과 작전 시점을 사
전에 알 수 있었던 기존의 전력 운용모형과 달리, DFE는 신속하게 항모전단 임
무를 재부여하고, 비예측적 방법으로 특정 시간과 장소에 전개하도록 하였다.
둘째, 미 육군은 2019년 3월 국방장관 지시로 “US Army Europe Dynamic
Force Employment 2019”의 기치 하에 1기갑사단 예하 제2기갑여단 전투단
(BCT)을 유럽으로 전개하여 유사사태에 대비한 연습을 수행하였다. 미국 유럽
육군사령부는 독일과 네덜란드의 선점기지로부터 700여 기가 넘는 장비와
1,500명 이상의 병력을 3월 19일 폴란드로 전개하여 4월 중순까지 연습을 수행
했다.47) 성조지에 따르면 텍사스에서 훈련 중이던 1기갑사단 2기갑전투단은 3
월 11일 사단사령부로부터 ‘불시 통보’를 받고 폴란드로 전개하라는 명령을 수
행하였다.48) 1,500명의 여단 병력은 1주일 만에 서부 폴란드로 전개하여 훈련
을 수행해야 했는데 이러한 ‘무경고’ 동원은 냉전기 소련에 대한 전형적 군사전
략이었다. 유럽 미 육군은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나토의 동측
방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기갑여단을 지속적으로 ‘순환배치’해 왔지만, DFE는
‘예고 없는’ 연습으로서 실전 능력을 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러시아가 정
밀유도무기로 선점기지를 타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 육군은 이러한 선
점기지를 방호할 정도로 미사일 방어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육군이 ‘단기
경보’로 대서양을 횡단하여 병력을 신속하게 이동시키는 능력을 검증한 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
셋째, 2019년 10월 11일 미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지역 군사개입 종
46) Rogoway, “Mattis’s New Unpredictable Carrier Strike Group Deployment Strategy
Has Begun,” http://www.thedrive.com/the-war-zone/223.52/mattis-new-unpredictablecarrier-strike-group-deployment-strategy-has-begun (검색일: 2020. 3. 5).
47) “Dynamic Force Employment Exercise(2019. 3. 13),” www.dvidshub.net (검색일:
2020. 3. 10).
48) “‘We Got Zero Notice’: Army resumes Cold War Era Snap Deployment to Europe,”
Stars and Stripes (2019. 3. 29).

78 _ 국가안보와 전략 | 제20권 2호(통권78호)

식선언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대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로 병
력을 전개하였다. 미국은 2개 전투기 편대와 지원병력, 패트리엇 2개 포대, 육
군 지원병력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2개 전투기 편대와 3개의 방공부대를 포함
하여 총 3,000명의 병력에 해당한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병력 전개는 이란에
침략행위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보내려는 조치로 해석되며, 국방장관 에스퍼는
이것이 DFE의 일환이라고 설명하였다.49)
넷째, 2019년 3월 미국은 태평양 지역의 미군 주둔을 보강하기 위해 육군병
력 5,000-10,000명 규모를 증강하였다. 인태사령부에 따르면 이러한 병력의
증강은 원래 주둔하던 기존의 순환배치 병력과 상주병력에 추가하여 DFE의 목
적으로 추가된 것이었다. 이것은 현재의 PPP(Pacific Pathways Program)와
MDTF(Multi Domain Task Force)와 연계한 새로운 방식의 전력증강이었다.
PPP는 2014년 시작되었으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본의 육군 부대들과
협력하고 있다. 또한, 다영역 작전을 적용하기에 앞서 MDTF는 첫 번째 실전적
실험을 거쳤으며, 대부분 태평양에서 2018년 여름 다양한 군종 간의 표적처리,
화력, 통신훈련에 집중하고 있었다.50)
2018년 이후 현재까지 미군은 DFE의 수행방안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해군의 경우 2019년 2월 미 3함대와 10함대 지휘관들
이 ‘WEST 2019’ 회의에서 DFE시행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3함대 사령관
알렉산더(J. Alexander)는 동맹국과 우방국과의 협조된 노력을 언급하였고, 10
함대 사령관 화이트(T. White)는 DFE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C2의 중요성을 강
조하였다. 이들은 DFE가 강대국 경쟁에서 전략적으로는 예측성을, 그리고 작전
적으로 비예측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51)
한편, 공군 작전 면에서 미국방부는 경쟁자의 기습공격을 역전하기 위해 새로
49) “Pentagon sends new wave of troops to Saudi Arabia even as Trump calls for ending
wars,” Politico (2019. 10. 11).
50) “Thousands more Soldiers will deploy to Pacific to increase Army footprint(2019.
3. 21),” US Indo-Pacific Command, in: www.pacom.mil (검색일: 2020. 3. 12).
th
51) “US 3rd, 10 Fleet Commanders Discuss Dynamic Force Employment at WEST
2019(2019. 2. 14),” www.navy.mil (검색일: 2020.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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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무기체계를 개발하여 냉전기 전투 수행개념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미국 방위
사업청은 냉전기 ‘Assault Breaker’개념을 부활하여 미군이 중국과 러시아군의
위협에 직면할 때 ‘공세적 우세(offensive superiority)’를 달성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Assault breaker’는 1970년대 소련군의 전차와 기계화 부대의
대규모 위협에 대응하는 나토의 전투개념으로서 나토 병력이 전방 소련군과 대
치하는 동안 ‘Assault Breaker’ 전력들은 적 후속 병력을 무력화하여 동맹국들
이 핵무기 사용의 확전 위험 없이 증원병력을 파견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작전개념의 핵심은 정찰기와 장거리 스마트 무기였으나, 최
근 중국과 러시아의 A2/AD 능력 확산은 이러한 작전개념 실행에 도전을 주고
있다.52) 이에, ‘AB-II(Assault Breaker II)’는 분쟁 초기에 적의 기동전진을 방
해하기 위한 AB-I과 달리 수 시간 이내에 대응하여 적의 행동을 중지시키고,
재래식 전력들을 작전지역으로 더 많이 유입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세부적인 방
법론은 알려지지 않지만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력은 이미 확보하고 있으므로
10년 이내에 AB-II 개념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미 국방부는 내다보고 있다.

다. 평가
이론상으로 DFE는 중국, 러시아와 경쟁하는 데 있어 강력한 수단으로 보이지
만 몇 가지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회 특명을 받은 국방전략서 평가
위원회는 2018년 “Providing for the Common Defense”라는 보고서에서
2018년 국방전략서에서 제시한 DFE의 개념이 불명확하며 실제 적용이 문제점
을 노정할 것으로 예견하였다.
첫째, DFE 모델은 단일자산으로 동시에 서로 다른 전구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력 운용의 효율성을 창출하여 군구조의 확대를 차단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격이 다른 태평양과 유럽의 2개 전구에서

52) “The Pentagon is reviving this hard-hitting Cold War Strategy to devastate any
chinese and russian assaults,” Business Insider (2019.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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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억제하고 격퇴하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인도 태평양 지역과 유럽에서 확
전 다이내믹스를 관리하면서도 동시에 성공적으로 경쟁하여 기회주의적인 적의
기정사실화 전략을 억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방전략서에서 ‘신속대응전력’으
로 언급된 실질적 전력의 전방전개가 필요하다. 그러나 2개 전구 간 거리 이격
성을 고려하면 DFE는 신장된 병참수송 네트워크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다.53)
무엇보다, 미국의 각 지역사령부는 자신의 작전지역에서 전력이 감소할 것으
로 예상될 경우 DFE에 필요한 전력 ‘차출’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인태사령부
와 유럽사령부가 자신의 작전지역에 DFE배치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시하겠지
만, 중부사, 북부사, 남부사 입장에서는 강대국 경쟁에 집중하는 DFE 때문에
자신의 책임 지역 내에서 ‘순환배치군’을 상실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매티
스 국방장관도 이점을 인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강대국 경쟁과 제한된 군자산
으로, 위기가 발생할 경우 배치될 수 있는 작전적 능력을 보유하는 결심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령부는 이 것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다.54) 매
티스는 지역사령부 간 경쟁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지만, DFE는 궁극
적으로 각 지역사령부의 작전적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DFE는 동맹과 우방국과의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많은 동맹국은
미군 전력의 주둔을 미국의 개입과 방어 공약 이행 의지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
다. 그러나, DFE는 경쟁자에게 불확실성을 주기 위해 동맹국에 사전에 통보하
지 않거나, 일선 부대에도 통보하지 않는 ‘무경고’를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경
쟁자에게는 기습과 불확실성의 효과를 심어주는 효과를 발휘하지만, 반대로 동
맹국에는 불안감을 자극한다. 나아가, 경쟁자에게 오판의 여지를 남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해군대학 홀메스(J. Holmes) 교수에 따르면 “동맹국은 비정기
적인 배치를 미국 철수의 불길한 징후로 이식하거나, 혹은 미국의 변덕스러움에
대해서 조마 조마해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55) 이 때문에 미국은 동맹국과 우
53) NDS Commission, Providing for the Common Defense: The Assessment and
Recommendations of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Commission, pp. 21-22.
54) David B. Larter, “Is Secretary of Defense Mattis planning radical changes to how
the Navy deploys?,” Defense News(2018.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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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국에게 DFE개념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며, DFE의 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
시켜야하며, 미군 ‘철수’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DFE는 ‘유지전력’과 ‘즉각전력’ 간에 긴장을 유발한다. 미합참에 따르
면 미군 전력은 크게 ① 전방배치전력 혹은 ‘위기대비전력’(threshold forces),
② 전투력 정비를 하고 있는 ‘유지전력’(retained forces), ③ 동적 운용에 가용
한 ‘즉각 전력’(ready forces)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① 전방배치전력(위기대
비전력)은 지역사령부 임무 수행을 위한 지역전투사령부에 할당된 영구배치전
력과 순환배치전력을, ② 유지전력은 각 군이 전투력복원, 교육훈련, 기타 준비
태세 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부대들을 의미하며, 그리고 ③ 이들을 제외한 기
타 전력들은 ‘즉각 전력’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 부대들이 바로 DFE 시행에
활용될 수 있는 부대들이라 볼 수 있다.

[표 2] 美 합참에서 규정하는 전력의 범주
구

분

유지 전력
(Retained Forces)
즉각 전력
(Ready Forces)
위기대비전력
(Threshold Forces)

성

격

교육훈련, 전투력 정비 및 회복, 준비 활동 등 정비 유지전력
DFE 절차에 의해 지역사령관들에게 가용한 전력들
지역사령관에게 부여된 군사목표 수행에 필요한 전력들

출처: Tyson Wetzel, “Dynamic Force Employment: A Vital Tool in Winning Strategic Global
Competitions,” in: https://thestrategybridge.org/the-bridge/2018/9/18/dynamic-force-employmenta-vital-tool-in-winning-strategic-global-competition (검색일: 2020. 3. 3).

말하자면, 지역사령부에 할당된 위기대비전력을 제하고 난 뒤 각 군이 보유한
‘유지전력’의 규모가 ‘즉각 전력’의 역량을 결정하게 된다. 과도하게 적은 위기
대비전력은 작전적 위험을 수반하는 반면, 과도하게 많은 위기대비전력은 상대
적으로 작은 규모의 ‘즉각 전력’을 남기게 된다. 유지전력이 너무 적으면 각 군
55) James Holmes, “Jim Mattis is pushing the US Navy to act unpredictably: Beneficial
in wartime, a risk in peacetime,” The National Interest (2018.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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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여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 위기대비전력의 배치 규모와 범위가 감소하
지 않으면 DFE는 전력을 완전히 소진하게 되고, 준비태세가 악화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또한, 다수의 전구에서 ‘즉각 전력’을 많은 작전에 동원하게 되
면 교육훈련 소요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DFE와 같
은 혁신적 개념은 실행과정에서 많은 반대에 부딪힐 것이며, 효율성을 저하할
것이다.

5. 정책적 시사점
가. 동맹국 간 예측성 강화의 필요성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전략에서 평시 비용부과, 억제실패시 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격퇴하기 위한 전력관리 개념으로서 GOM과 DFE를 개발하였다. 미국
은 중국의 기정사실화 전략에 대해 전진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투신뢰
전방전력을 토대로 ‘접촉전력’과 ‘신속대응전력’의 운용개념을 발전시키고 있
다. 인도 태평양 지역은 지리적으로 넓고 분쟁 예상 지역이 해상과 군도로 산재
하여 있어 접촉전력도 중요하지만, 신속대응전력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국이 신속대응전력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했는지는 작전계획의 발전과정과 연
계해서 보아야겠지만, 이것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함의는 적지 않다. 미국은
가장 가능성 있는 분쟁시나리오(대만, 남중국해 등에서의 중국의 기정사실화 전
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동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한편 오키나와, 괌
에 주둔한 전력들을 신속대응전력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다 주한미
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활성화될 경우 한국의 지역분쟁에 대한 연루는 불가피해
질 수 있다.
한편, 미국은 GOM⋅DFE를 미국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그리고 전 지구적
인 전략적 기회를 능동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전력을 할당하는 방식을 근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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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꾸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DFE에 사용되는 ‘즉각 전력’의 신속하고 유연
한 배치는 분쟁을 억제, 적의 혼란과 마비를 조성할 수 있으며, 이것으로 중국
및 러시아와 경쟁에서 행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미국은 기대하는 분
위기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서 미국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각 군은 전력배치, 지속지원, 요구되는 지역사령부의
전력할당을 충족하는 준비태세 모형을 발전시켜야 하며, 유지전력에 필요한 병
력과 장비, 교육훈련, 태세 개선을 허용하고, 국방전략서에서 추구하는 ‘비예측
적, 능동적’ 배치를 실행하는데 충분한 ‘즉각 전력’의 규모를 제시해야 한다.
미국은 DFE를 통해 경쟁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조성하여 그들의 안보비용을
증가시키고 그럼으로써 억제 효과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이유
로 미국은 DFE의 실행 장소와 시점을 군 내부와 동맹국에도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다. 이러한 ‘무 경보’식 전력 운용은 실전적인 전투태세를 점검하면서 경쟁
국들에 불안감을 심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군의 피로 누
적과 동맹국의 불신감과 우려를 자극하는 부작용도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DFE가 고립주의 외교정책의 의미가 아니라 미국의 전 지구적 경쟁에 전략적 효
과를 미치기 위해 최적의 시간과 장소에 전력을 배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라는 점을 동맹국과 우방국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56) 미국의 ‘급작스러운’ 전력
운용개념이 자칫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대한 안보공약 이행 의지가 완화되는
것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이 아태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전력
일부를 DFE를 위한 ‘즉각 전력’으로 분류하여 동맹국에 통보해주지도 않고 갑
작스럽게 다른 지역으로 전개하거나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면 미국의 아태
지역에 관한 관심이 적어지는 것으로 오판될 여지가 없지 않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은 미국의 비예측적인 DFE운용에 대한 협의를 통해 동
맹국 간의 예측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56) Tyson Wetzel, “Dynamic Force Employment: A Vital Tool in Winning Strategic
Global Competitions,” in: https://thestrategybridge.org/the-bridge/2018/9/18/
dynamic-force-employment-a-vital-tool-in-winning-strategic-global-competition
(검색일: 2020. 3. 3).

84 _ 국가안보와 전략 | 제20권 2호(통권78호)

오키나와, 괌 주둔 전략자산의 갑작스러운 감축과 같은 현상이 북한과 중국에
미치는 오판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미국의 비예측적인 전력
운용에 대해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고 민감하게 해석하기보다는 미국의 전 지구
적 움직임과 의도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20년 4월 19일 미국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B-52H 5대를 미국 본토로 철수시켰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미국방부는 “미국 공군은 2004년 이후 순환배치를 통해 태평양 지역
에 지속해서 폭격기 주둔을 유지해오던 관행을 종식했다. 이는 적이 예측하기
어렵게 하기 위한 글로벌 배치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으며, 미 전략사령부
도 “전략폭격기가 필요할 경우보다 광범위한 해외거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으로 전개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접근방식으로 전화했다. 전략폭격기는 미국
에 영구 주둔한다”라고 밝혔다.57) 미국이 DFE의 일환이라는 설명에 불구하고
적지 않은 국내 전문가들은 확장억제의 약화 조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58)
물론 한국 국방부는 이러한 미국의 조치가 새로운 전력 운용개념의 목적으로 시
행된 내용이라고 발표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한미간에 충분히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실제 4월 23일 미국은 일주일 만에 B-1B 전략폭격
기 1대를 주일 미군기지 인근으로 전개하여 일본 전투기와 연합훈련을 수행하였
다. 미 공군은 이것이 ‘동적 전력 운용’의 일환이라고 밝혔다.59) 이러한 사례에
서 보는 것처럼 미국의 비예측적인 DFE시행에 대해 국내 여론과 주변국에서 불
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략적 메시지를 관리해야 하며, 한미 간 정보
공유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7) “미국, 괌에서 배치한 B-52 전략폭격기 5대 철수,” 뺷조선비즈뺸(2020. 4. 19).
58) “미 전략자산 철수로 북에 협상 손짓?,” 뺷동아일보뺸(2020. 4. 20).; “미국, 괌에서 배치한
B-52 전략폭격기 5대 철수,” 뺷조선비즈뺸(2020. 4. 19).; “괌서 전략폭격기 뺀 미국, 또다시
고조되는 확장억제 약화 우려,” 뺷중앙일보뺸(2020. 4. 20).
59) “괌서 B-52 철수시킨 미국, 일본에 B-1B직송... 은밀, 신속 새 전략시연,” 뺷헤럴드경제뺸
(202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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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쟁자에 대한 불확실성 강화
미국의 DFE에 내재한 본질적인 ‘불확실성’을 한반도 안보정세와 연계하여 효
율적으로 이용할 필요도 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북미 관계가 불확실
한 가운데 미국은 대규모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연기하고, 규모 조정을 지시한
바 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비록 ‘비용’을 구실로 하였으며 군사대
비태세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있지만, DFE는 이러한 우려를 종식할 수 있다.
DFE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북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비용’을 증가시키
는 방법론적인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억제에는 더욱 효과적일 수 있
다. DFE가 어떤 억제의 효과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지켜볼 일이다. 하
지만 고정적인 대규모 연습으로 북한을 억제 및 압박하던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
나, 모든 지역적 위협에 대한 억제능력을 개선하면서도 북한에 화해의 신호를
보내는 이중접근의 시도를 할 수도 있다.
DFE의 본질은 현존자산을 혁신적인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데 있다. 사실, 분
쟁시나리오는 결코 예측적이거나 작전계획과 일치되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동
아시아 지역의 연합훈련은 대부분 판박이식 과거 모델을 반복하는데 머물렀다.
과거 한미동맹은 북한과 대치국면에서 결의를 과시하고자 할 때 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전폭기 자산을 추가하여 대규모 연습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연
례적이고 정례적으로 짜인 예측적인 방식의 대규모 연합연습은 상대에게 인상
적인 충격력을 주기 어렵다. 반대로, 정해진 연습의 주기와 규모를 다변화하고
비예측적으로 만들게 되면 심리적 충격을 높일 수 있고, 억제에 소모되는 우리
의 정치⋅경제적 소모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DFE를 미군의 현재 훈련과 통합하면서도 한국에서 순환배
치와 합동 군사연습과 연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트루먼 항모전단
변칙운용 모델, 그리고 괌에서의 B-52철수와 변칙적인 전략폭격기 전개 모델
을 군사연습에서 준비태세를 높이는데 적용될 수 있다. 한반도에서의 북미 비핵
화 협상을 위한 긴장 화해 국면에서 한미 연합연습의 규모와 기간을 줄이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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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연습을 더욱 동적으로, 그러나 더욱 비예측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구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 관점에서 ‘단기 경보’에 따라 전략자산의 출발 기간을
변경하여 앞당겨진 시간대에 목표지역에 전개하는 것, 실제 위협에 기반을 두어
실제 전력전개를 수행하는 것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연습의 일부 국면이
취소되거나 규모 감축이 필요하다면 인도적 지원과 같은 대안적 시나리오를 개
발할 수도 있다.
한편, 한미동맹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순환배치전력과 태세를 어
떻게 대안적 방법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미군은 한반도에서
의 군사적 현시 없이도 분쟁에 대비한 능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 전개될 예정인 순환배치 전력들은 북한을 직접 압박하
지 않은 지리적 범위를 고려하여 다양한 다자 연습에 참가할 수도 있다. 또한,
미국은 더욱 소규모의 연합연습에 역점을 두는 연습을 할 수도 있으며, 한국군
을 미 본토 혹은 캐나다 등 훈련장으로 수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대안은 북한과 지리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공간적 여건을 고려하여 긴장을
고조하지 않으면서도, 실전적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될 수 있다.
DFE 형태로 정례적인 순환훈련에 대한 대안의 가용성을 발전시킴으로써 군사
태세가 약화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준비태세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DFE의
실행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60)

6. 결론
GOM⋅DFE는 평시 중국과 ‘경쟁’을 준비하고, 억제 실패 시 중국의 기정사실
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력 운용개념’으로서 2018년 발간된 국방전
략서에 처음으로 반영된 이후 미국은 이에 대한 적용방안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
60) “Opportunities for Dynamic Force Employment in East Asia(2019. 1. 8),”
www.38north.org (검색일: 2020.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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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강대국 경쟁을 대비하면서
단극질서에서 압도적 지위를 누렸던 군사적 패권의 약화를 인정한 상태에서 자
신의 군사자산을 아끼면서 중국에는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의 경
쟁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접근을 ‘경쟁적 공간’의 확대라는 개
념으로 규정하였으며, 그러한 경쟁전략 중에서 ‘군사력 운용’을 효율적으로 만
들려는 방법으로서 GOM⋅DFE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새로운 전
력 운용 모델을 적용하여 적에게 불확실성을 자극하고, 미국의 노력을 확장하면
서도 중국의 노력을 좌절시키고, 불리한 조건에서 분쟁에 임하도록 강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은 앞으로도 새로운 전력 운용개념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킬 것으로 보
이는 가운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안보전략적 함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째, 미국의 ‘불확실한’ 행동이 동맹국에는 과도한 안보우려나 불안을 자극해서
는 안 되며, 주변국에 잘못된 오판의 신호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간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미국이 괌에서 전략폭격기를
미 본토로 완전 철수시킨 것과 유사하게 앞으로도 미국은 DFE의 목적으로 항공
모함, 전략폭격기 등 주요 전략자산들을 ‘불시에’ 혹은 ‘사전 통보 없이’ 임의
지역과 시간에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 DFE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
고 있으며, 그러한 불확실성을 이용하여 강대국 경쟁에서 경쟁적 우위를 달성하
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의 철수
와 배치전환을 일각의 주장처럼 무조건 한반도에 대한 안보공약의 약화 메시지,
혹은 확장억제의 약화 신호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때로는 미국은 미국의 전
략자산 재배치와 배치전환을 동맹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협상과 섞어서 협상
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
서도 미국의 기본적인 전력 운용체계가 DFE의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냉정하게 인식하면서, 전력배치의 이면에 있는 미국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
하는데 주안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새로운 전력 운용개념은 우리의 국가이익에 기회 요인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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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현재 한반도 안보정세는 여전히 엄중하다. 북미 비핵화 협상은 교착상
태에 있으며, 이와 함께 남북관계도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에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연합연습의 연기와 축소로 인
해 동맹군의 준비태세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남북관계개선과 북미
협상을 진척시키기 위해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군사적 긴장 완화가 필요하며,
그러한 맥락에서 대규모 연합연습과 전략자산의 전개는 당분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한미 간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협상의 장
기화에 따른 군사대비태세의 약화 우려는 쉽게 해소되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DFE와 같은 유동적, 역동적인 전력 운용개념은 북미협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론상 DFE는 소
규모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상대에게 불확실성을 심어주는 것으로도
억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미국의 DFE와 연계하여 연습과
훈련, 전력배치 등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GOM⋅DFE는 앞으로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새로운 전
력 운용개념으로 제시된 GOM⋅DFE는 단순히 ‘전력관리’의 일부로 보기는 어
렵다. 이것은 작전개념, 태세 등 ‘전력 운용 요소’뿐만 아니라 군사교리, 교육훈
련 등 ‘전력 운용 지원요소’와도 밀접하게 연계된 상호작용적 개념으로 이해해
야 한다. 본 연구는 아직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작전개념이 구체적으
로 식별되지 않는 상황에서 GOM⋅DFE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태동 배경을 중
심으로 초기 단계 수준의 분석을 제시하는데 국한된 한계가 있다. 앞으로 미국
의 군사전략과 관련한 정보들이 더욱 다각적으로 분석되는 추세에 맞추어 전력
운용개념과 관련한 연구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작전개념의 방향, MDO 교리의
구체적 적용, 연습과 훈련의 발전 방향 등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더욱 구체적
으로 규명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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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New Concept of ‘Force
Employment’ of the US in the Trump Era:
Global Operation Model(GOM) and
Dynamic Force Employment(DFE)
Kim, Tae Hyun (Korean National Defense University)
Lee, Sung Hoon (Korean National Defense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analyze GOM and DF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ong-term competition with China and the concept of US force employment
to counter Chinese ‘fait accompli’ in case of failure of deterrence.
Accordingly, it is analyzed that the U.S. aims to take a ‘cost-imposing’
approach that forces china to waste considerable costs by increasing
‘uncertainty’ in China through GOM and DFE, and focuses on global force
employment to prevent China from quickly accomplish a fait accompli in
preparation for the gray zone dispute. This study analyzes what status and
meaning GOM and DFE have in the U.S. strategic and force planning
system, and analyzes the background and necessity of GOM and DFE, core
contents, providing some case-studies. Furthermore, this paper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military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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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 Employment, Global Operating Model, Dynamic Force
Employment, Cost-imposing,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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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환기의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기구들의 도전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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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글로벌 거버넌스의 확산과 국제기구
3. 글로벌 거버넌스의 위기와 전환기의 국제기구
4. 분야별 국제기구들의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 동향과 과제
5. 맺음말

글로벌 거번넌스는 지구적으로 공통의 문제에 직면한 전세계의 국가들
이 국가성을 초월하여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계정부 없는 협력
가능성을 진단하고 기존 사안 이외에도 새로운 사안들의 등장이 한 국가 혹
은 소수 국가의 정책과 능력을 바탕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 속에서 범
국가 협력을 설명하고 제안하기 패라다임이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거버넌
스는 세계화의 침체 등으로 인하여 둔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강대국 중
심으로 한 국가 역할의 재정립 및 강대국들의 강한 리더십의 출현 등으로
국가들간의 협력으로 강조하는 글로벌 리더십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특
히 테러, 난민, 환경, 질병 등의 글로벌 이슈들에 대한 각국들의 이해가 충
돌하여 새로운 글로벌거버넌스의 구체적인 모색은 커녕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과 국제기구들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국가이익 중심 특히 초강대국 중심의 다
자주의와 초국가주의에 대한 비판, 세계자본의 개혁, 패권적 권위체의 부
정 등 다양한 인식과 시각을 바탕으로 새로운 글로벌거버넌스 모델의 구축
또는 변환을 시도 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 금융⋅무역 거버넌스, 환경⋅개발 거버넌스 중심으로 논의들을
정리 분석했다.
| 주제어 | 글로벌 거버넌스,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 글로벌 금융⋅무역 거
버넌스, 글로벌 환경⋅개발 거버넌스, 다자주의, 세계화

1. 서론

1)

21세기 글로벌 거버넌스가 최근 위협 받고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요 기
제인 국제기구들의 활동이 국가와 국가이익을 강조하는 강대국들의 경쟁과 테
러, 난민 및 환경등의 주요 지구촌 문제들에 대한 이해가 충돌하여 위축되고 있
다. 동시에 강대국들이 국내정치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글로벌 이슈에 대한 관심
이 둔화되고 있다. 이는 국제기구들에 대한 역할과 유용성이 둔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위기의 전조현상이 될 수 있다고 조
심스럽게 예측해볼 수 있다. 사실. 국가들의 협력과 평화의 상승된 가능성을 강
조한 이상적 자유주의에서 출범한 유엔은 탈냉전이후 신자유제도주의 기조하에
서 그 역할과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이를 중심으로 수많은 국제기구들이 출
현하였고 탈냉전 시대의 신자유제도주의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국가들간의 상
호작용 속에서 합리성과 상대방 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의 방식을 통하여 국가 간
협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국제기구들의 제도화에 기여하였다. 특히, 국가
들의 협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제도와 절대적 관점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국가의
속성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가 간 협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여 유엔산하의 여
러 국제기구들의 역할들을 뒷받침하였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들의 역할과 기대가 냉전종식 이후 빈곤과 경제
적 불평등의 심화, 대규모 난민문제, 가공할만한 폭력적 테러 및 환경의 심각한
파괴 등 새로운 안보위협요인의 확대로 인하여 급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
기구들은 글로벌한 사안에 대해 가장 폭넓은 의제들을 다루고 있다. 동시에 각
각의 독립적이면서 분권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위원회와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한 이슈와 거버넌스의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유엔을 중심으로한 국제기구들은 냉전체제가 허물어진 후부터 평화유
지 활등(PKO)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활동을 전개하여 전세계 평화 및 지
* 제1저자
**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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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가능한 개발과 인권 분야 등에서 과거와 다른 괄목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정당성을 지닌 유엔은 주권국가를 단위로하는 국제질
서의 기조하에 서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글로벌한 주요 이슈 대응에
관한 신속성, 효율성 및 적정성에 대한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글
로벌 거버넌스 관점의 글로벌 주요 이슈는 통합적 관리역할과 조정기능 및 이에
대한 역량저하가 문제점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엔기구들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안으로서 글로
벌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부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유엔 및 국제기구들의
역할과 개혁방향 그리고 여기에 대한 도전 및 진화의 가능성을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지구촌 국가들이 공통으로 직면한 위협적 이슈들에 대해
서 국가성을 초월하여 지구적 공동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정부 상태의 국제
정치에서 협력의 가능성을 진단하는 기제이다. 또한, 기존 사안 이외에도 새로
운 위협들의 등장이 한 국가 혹은 몇몇 국가들의 정책과 협력을 바탕으로 해결
될 수 없다는 공감대적 인식 속에서 범국가적 협력을 설명하고 제안하기 위한
시도이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거버넌스는 세계화의 침체 등으로 인하여 둔화현
상이 나타나고 있다. 강대국 중심으로 한 국가역할의 재정립 및 강대국들의 강
한 리더십의 출현 등으로 국가들간의 협력으로 강조하는 글로벌 리더십이 위축
되고있는 것이다. 특히 테러, 난민, 환경, 질병 등의 글로벌 이슈들에 대한 각국
들의 이해가 충돌하여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모색은커녕 거버넌
스에 대한 관심과 국제기구들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부상한 코로나 팬데믹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반세계화 정서를 더욱 부각시키면서 국제레짐의 붕괴가능성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동시에 초강대국인 미중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경제적 침체로 인한
전세계적 공황이 야기될 가능성이 급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
기 위해서 초강대국 국가이익 중심의 다자제도와 초국가주의에 대한 비판, 글로
벌자본의 개혁, 글로벌한 패권에 대한 거부감 등 다양한 인식과 시각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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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구성 또는 변환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이루어
지고 있는 시점에서 글로벌 거버너스의 논의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2. 글로벌 거버넌스의 확산과 국제기구
글로벌 거버넌스는 탈냉전시대에 분출하는 다양한 지구촌의 이슈와 위협들을
해결하기 위한 주체 행위자를 국가 또는 유엔과 같은 전통적인 행위자에만 국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 중심의 국제기구들, 글로벌한 INGO, 지식공동체
(epistemic community) 등의 신진 초국가적 행위자들도 포함되는 새로운 패러
다임을 제시한다. 또한, 주제와 진행어젠다에 따라 안보 거버넌스, 금융 등의
경제 거버넌스, 환경 거버넌스, 질병거버넌스 등으로 확산되어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조직들의 역할과 국제기구들의 글로벌한 행위를 다스리는
제도가 최근의 국제관계에서 나타나는 괄목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장에
서는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기구와의 관계와 국제기구들의 역할과 변화 등을
살펴본다.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거버넌스의 개념은 가치의 배분과 질서의 관리와 운영
을 의미하며 주제에 접근하는 시각이나 분석수준에 따라 국가, 시장, 시민사회,
또는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로 구분된다. 전통적으로 정부와 사회
와의 관계가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반면, 거버넌스에서는 정부
의 역할이 축소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수평적 관계속에서 작동하여 이해
당사자간의 조정 또는 쟁점의 관리 측면에 초점을 둔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거버넌스란 국가단위를 넘어 국제적 차원의 가치의 배분과 질서의 관리를 추구
하며 개별국가들이 해결할 수 없는 전 지구적인 문제를 다루려는 집단적인 노력
이고 세계정부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관리는 하는 것이다. 결국,
글로벌 거버넌스란 다양한 국제행위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설정하고 문제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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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할 경우 협력적 문제해결 방식에 기초한 제도와 법을 가지고 글로벌한 이슈
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에 대한 시도이다.
이러한 개념적 특성을 지닌 글로벌 거버넌스는 다층적, 다원적, 가변적 그리
고 복합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1) 글로벌 거버넌스는 국제관계의 전통적 주요행
위자인 국가 뿐만 아니라 유엔 등의 글로벌 범위의 초국가적 기구, 유럽연합과
아세안과 같은 지역적 기구, 그린피스와 같은 비정부 기구 및 다국적 기업 등
다양한 단위로 구분되는 다층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고 글로벌 거버넌스
는 이러한 다층적 구분이 구성원들간의 위계적 관계를 의미하지 않고 행위자들
간의 수평적 관계를 주장한다. 따라서 글로벌 거버넌스는 권위의 소재가 여러
행위자 사이에 분산되어 있는 다원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특성에 대해 로
즈노는 정치적 영역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권위의 중심
이 국가에서 국가하위단체, 국제기구, 글로벌 시민사회 및 다국적 기업 및 기관
등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로 이동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권위의 이동으로 인하여
전통적 국가중심적 접근의 국제질서에 대한 설명은 더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설
명하고 있다. 권위의 소재가 특정 단위의 행위자에 의해 점유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이슈와 관련 행위자들에 따라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이 다루어
지는 상황에 따라 특정 행위자에게 정치력이나 규제능력이 신축적으로 부여되
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권위의 집중도가 수시로 변화는 가변적 특성을 지
닌 글로벌 거버넌스는 분석단위가 권위를 지니고 규칙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초
국가적이며 전지구적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거버넌스는 국가가
해결할 능력이나 역량과 의지가 없는 글로벌하면서 다양한 쟁점이나 논의과정
을 다루는 규칙체제에 주목하며 이러한 체제하에서 특정 쟁점을 다루고 해결하
는 과정과 연관되어 권위가 형성되고 확실해지는 과정 및 권위의 실행과정을 분
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따라서 지구적 문제에 대응하는 다원화된 행위
1) David Held and Anthony McGrew, “Introduction” in David Held and Anthoy Mcgrew,
eds, Governing Globalization: Power, Authority and Global Governace (Cambridge,
UK: Polity Press, 2002).
2) James N. Rosenau, “Change, complex, and governance in globalizing space,” in J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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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 이들간의 권위의 이동과 네트워크, 또한 이들간의 역할의 중복성은 글로
벌 거버넌스를 더욱 복합적으로 만드는 특성이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출현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국제기구들의 변화를
초래하여왔다. 탈냉전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이는
인간안보에 대한 선진강대국의 관심과 국제경제의 세계화를 필두로 국제기구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었다. 그 예로 국제통화기금의 198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의
역할과 세계무역기구의 1990년대 중반의 농업과 서비스의 국제적 역할 확대를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민사회의 성장이 괄목하게 증가하여 글로벌
거버넌스의 출현이 국제기구의 제도적 개혁의 유용한 개념적 도구가 되었다. 글
로벌 거버넌스 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탈냉전시대의 도래는 국제기구들의 상
당한 입장의 강화를 예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민사회의 증가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기능에 대한 다양한 연관성의 강조된다고 보고있다. 비정부기구들
이 국제무대에서 활동이 증가 되는 제도적 장이 열렸던 것이다. 그룸과 포웰
(Groom and Powell)의 주장은 글로벌 거버넌스가 결과적으로는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슈에 대해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하고 이들 이슈들은 인
권, 개발, 난민, 마약, 생태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이슈에 대한 문
제의식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동서냉전의 심화 등으로 인한 안보문제
에 집중하면서 사소한형태로 애매하게 관리 되어 왔다고 보고 새로운 글로벌 거
버넌스는 이러한 이슈에 대한 집중적 관리를 주장 하고 있다.3)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의 요구는 전통적 국제기구들과 부상하는 세계시민사
회의 활성화로 이어졌다. 유엔은 본격적으로 고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
경을 마련하였고 경제적 세계화에 따른 WTO, IMF 및 World Bank의 위상이
상승하였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는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회의

Pierre ed., Debating, Governance: Authority, Steering and Democra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p. 188-189.
3) A.J. R. Groom and D. Powell, “From World Politics to Global Governance: A theme
in need of a focus.” in A. J. R. Groom and Margot Light, eds.,,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London: Printer, 1994), pp. 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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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목을 받아왔다. 유엔이 지원하는 글로벌 차원의 회의 및 패널과 포럼 등
전통적인 형식의 다자적 국제회의와 이들과는 좀 더 다른 유형의 회의체로서
G-7 또는 G-20, 2002년 요하네스 지속가능한 발전회의, 2003년 정보사회회
의 등 수없이 많은 글로벌 시민사회들이 개최하는 회의 등이 있다. 국제협회연
합이(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발표한 다양한 국제회의는 2001년
9259건에서 2017년 10786건으로 원만한 증가세에 있고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한국이 글로벌 회의의 점유율 11.7%로 1등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 미국과 유럽
중심의 국제회의 개최가 한국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4) 이러한 회의들은 국가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 기업, 전문가 및 관련
민간인 등 다양한 지구 시민사회의 참여자들이 다양한 주제들에 관심을 갖고 참
여하는 복합적 형태의 다자외교무대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회의를 통해 참가자들은 전 지구적 주요이슈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된 전문지식을 공유 또는 전파하는 허브
역할을 담당하며, 새로운 규칙과 조직을 마련하며 다양한 단위에서 추진되는 정
책적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인식하
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로서 글로벌 회의에 대한 의미있는 분석을 김
의영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5) 글로벌 회의에 관한 지구시민사회 참가자
들은 글로벌 회의의 참여와 조직을 통해 지구촌 이슈에 대한 문제제기 및 의미
부여(framing), 담론과 정책적 대안 제시, 인식제고 및 대중교육, 연대 및 네트
워크 구축, 로비와 정책옹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한
다. 하지만 글로벌 회의와 지구시민사회 현상에 대한 입장은 사회운동이론, 구
성주의, 초국가적 담론의 민주주의 논의 등 긍정적 시각과 현실주의에 기반 국
4)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relaese
2018 international Meeting Statics Report” https://uia.org/sites/uia.org/
files/misc_pdfs/pubs/UIA_2018_International_Meetings_Statistics_Report_PR18.pdf
Accessed on 1 Oct. 2018.
5) 김의영, “글로벌 거버넌스와 지구시민사회: 글로벌 회의를 중심으로,” 뺷평화연구뺸 제21권1
호(2013.04), pp. 13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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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심적 국제정치이론 및 비판이론(critical theory) 등 부정적 시각이 상반되
게 존재한다고 보고있다. 또한 글로벌 회의와 글로벌시민사회에 대한 경험적 분
석은 다양한 현상과 미묘한 측면 및 복합적 원인-결과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사례를 통한 수많은 연구는 새
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의 현상으로만 표출되는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각양각색의 글로벌회의가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에 미치는
영향 및 영향의 패턴 등에 분석이 집중되서 이루어질 때 수많은 글로벌 회의가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에 유의미한 분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국민국가중심의 지배체제가 약화되면서 지배의 중심과 대
상이 다양화되는 현상을 설명하기위한 시도에서 출발하고 있다. 글로벌 거버넌
스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국가의 약화는 세계화의 심화를 가져왔고 이와 연관
된 지구적 차원의 쟁점의 급증, 국제기구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행위자들 및 복
잡한 제도 등으로 인한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화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초
국가적 이슈들을 다루는 방식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글로벌한
이슈들이 복잡해지고 다양하여 국가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고 이에 따른 정
부간 국제기구 및 비정부 국제행위자들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
벌한 주요문제들에 대해 영향력있는 개인 및 시민단체의 정치적 역할이 확대되
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중심에는 자유주의로 분류되는 학자들
이 있으며 이들은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국제사회는 새로운 시각과 제도인 글로
벌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글로벌 거버넌스가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 등과 같은 비국가행위자의
주도적 영향력에 대해 정치현실주의자들은 비판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길핀
의 경우 국가는 300년 이상을 존재해온 반면 국제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하고 있는 비정부기구의 역사는 20여년정도에 불과하여 세계화와 연관되어 비
정부기구의 역할과 영향력을 너무 과대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여전히
국가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주의자들은 글로벌 거버넌스는
국가의 이해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심화된 세계화속에서 국가는 글로벌 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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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스를 통해서 국가의 이익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들은 국가의 이익을 더욱 증진시키는데 기여하며 국제기구나 비정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협력의 노력은 패권국가들의 위협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에 대해 선진국-후진국 입장에 따라 상반되게 보
는 견해도 상존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자유주의에
기초한 제도적 자유주의를 특성으로하는 새로운 창조라고 보는 반면 후진국들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자유화와 자본의 세계화로 인한 패권적 지배라고 비판한다.
또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오래전 헤드리 불이 주장한 국제사회(international
society)와 어떠한 차별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6)
이러한 비판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거버넌스는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
름 속에서 국가의 주권과 영토성이 약화되고 국제기구, 국제법 및 글로벌시민사
회의 역할이 강화되는 다차원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초기
흐름은 1995년경에 출범한 유엔 글로벌 거버넌스 위원회 (UN Commission on
Global Governace)의 설립과 이 위원회의 보고서인 우리의 지구촌 이웃(Our
Global Neighborhood)에 잘 나타나 있다.7) 이 보고서는 세계화를 전세계적 이
슈들의 부상, 글로벌 시민사회의 출현 그리고 지구촌의 균형적이지 않은 차별적
경제발전과의 상관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와 연관되어 세계화가 부여
하는 기회의 가능성보다는 위기와 위협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경고하고 있다,
세계화가 심화되면 경제가 더욱 상호간에 의존하게 되면서 부의 창출을 상승시
키는 기회인 동시에 한 국가의 불안정성이 타국가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적절히 대응하는 적절한 처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석
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 현상 속에서 국제체제를 관리하는 구조의 결핍을 경
고하고 이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세계화가 갖
는 역기능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또는 “사회적 책임
6) Hedley Bull. The Anarchical Society: A Study of Order in World Politic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1977).
7) 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 Our Global Neighborhoo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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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 세계화” 등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기대했다.
이러한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희망은 21세기 글로벌 거버넌스의 전성기를
예고했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가 가장 취약하다고 평가되는 안보분야
에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핵 무기 없는 세계’ 구상을 선언한 것을 시발점으
로 2010년 핵군축, 핵비확산, 핵안보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핵무기 보유국들
과 원전 국가들이 참여하는 ‘핵안보 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가
출범하였다. 이회의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로 연이어 개최되었으며 서울회의에
서는 53개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여하는 당시 국제안보관련 최대 규
모 국제회의로 주목을 받았다. 1차 회의에서 합의한 작업계획의 이행여부를 평
가하고 핵테러 위협의 중심이 되는 고농축 우라늄, 플로트늄 등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불법적 거래 방지를 위한 실천적 조치와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기대와 활약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더욱
고조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위해 기존 G7에 더하여 G20 정상회의
가 세계경제를 운영하는 대안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중견국가들을 참여시켜 대
표성을 갖춘 글로벌 거버넌스의 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알렸다. G20 정상회의는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위기대응 태스크포스의 성격으로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이후 2차 회의가 2009년 4월
런던에서, 3차는 같은해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렸다. 제3차 회의에서는 G20
를 글로벌경제를 논의하는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 결정함으로써
G20가 정식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Global Governance System)로 출범하게
됐다. 하지만 정상회담의 횟수가 거듭할수록 G20의 역할은 경제와 금융 이슈를
넘어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어. 지구촌의 식량문제 해결, 신종플루와 같은 국제
적 전염 질병에 대한 공동대처, 테러와의 전쟁과 같은 다양한 이슈들이 주요 어
젠다로 제기되고 있다. 2017년 독일에서 열린 G20회의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테러리즘, 난민, 빈곤과 굶주림, 보건위협, 고용창출, 기후변화, 에너
지 안보, 성 불평등을 포함한 불평등 등 세계공동체가 직면하는 공통의 도전을
극복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정의 기초를 이룬다고 보고 이를 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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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결심한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이러한 도전들을 해결하기 위해 규범에 기반
한 국제질서 위에서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계속 함께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는 결국 G20가 국제협력이 필요한 대부분의 위협과 이슈에 대해 글로벌 거버
넌스의 역할을 집행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G20 정상회의는 20개 회원국만이
아니라 의장국이 초청하는 다른 정상이나 국제기구 대표들도 참가한다. 1차 회
의에서는 G20 외에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참가했고, 유엔(UN)과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WB), 금융안정포럼(FSF)등의 국제기구들이 참석하였다. 제2
차 회의에서는 네덜란드, 스페인, 태국, 에티오피아와 세계무역기구(WTO)가
초청받았다.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제3차 정상회의에는 스페인, 네덜란드와 EU
집행위원회가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참가했다.
최근에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2018년 G20 정상회담에서는 주최국 초청으로 르
완다, 세네갈 등 아프리카국가, 칠레와 자메이카 등의 중남미 국가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개발은행(Development of Bank of Latin America)등이 참여하였
다. 당시의 회의에서 전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과 중국간
의의 무역전쟁 해결의 단초가 될지 주목하였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글로벌 거버넌스를 통한 국제문제 해결 방식은 개별적인 글로벌 이슈에서도
유의미한 진전을 이루었다. 2015년 9월 제70차 유엔 총회에서는 새천년개발목
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대체하는 ‘지속가능한 개발목
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실행을 담당할 ‘포스트-2015
시대’의 개막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MDGs가 개도국을 중심으로
적용된 반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는 모든 UN 회원국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
며 MDGs에 비해 광범위한 목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목표들은 인간으
로서 기본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인권, 식량, 식수 문제 등 다양한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지구촌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 문제도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 총회(21st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21)를 통해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의 출범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의 연장선으로 종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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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무감축대상이 선진국이 주요대상국이었다면 파리기후협약은 전세계 대부.
분의 국가가 스스로 정한 방식에 따라 2020년부터 의무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
축을 시행해야 하는 195개국 모두의 협약이다. 그러나 2017년 6월 도널드 트럼
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미국의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하여 파리 협정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예측불가의 트럼프 외교는 파리협정을 둘러싼 글로벌 환
경거버넌스의 위협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 퇴조의 위
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3. 글로벌 거버넌스의 위기와 전환기의 국제기구
냉전체제이후 관심이 고조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21세기를 시작하자 마
자 전환기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글로벌 거번넌스의 퇴조현상과 함께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역할 둔화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지구촌 국제사회의 변화
가 21세기 초기부터 매우 급변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불확실성의 글로벌 거버
넌스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모색 보다는 오히려 퇴조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현상
을 맞이하고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퇴조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다양하
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냉전 종식이후에 가속화된 세계화에 대한 회의론이 나타나고 있다. 글로
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등의 신흥시장국간 성장수준의 차이가 확대
됨에 따라 열린세상과 자유무역으로 대표되는 세계화에 대해 선진국을 중심으
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화로 인하여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영향을 직
간접적으로 영항을 받았다. 세계화가 세계경제의 규모를 확장하고 지구촌 사회
의 절대빈곤의 퇴치 및 건강 및 각종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했다는 데 대해서는
커다란 이견이 없으나 세계화의 혜택과 세계화와 동반되는 위험부담의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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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각각 선진국과 개도국 또는 후진국에서 더 크다는 기존의 견해와 비판의
시각이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저성장, 실업확대, 적자무역 등
에 대해 선진국들이 보호무역 과 이민절차 강화 등으로 대처하고 개도국도 외국
자본의 흐름에 규제를 강화하면서 세계화가 향후 퇴조할 것이라는 주장과 이미
세계 경제주체들이 세계화가 크게 진전된 관련 제도 및 행동양식을 과거로 되돌
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세계화가 지속 심화 될 것이라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
다.8)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선진국을 세계화의 상대적 피해자로 보는 것 지나
치다는 견해가 우세하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큰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화
의 빠른 진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 비추어 향후 세계화의 진전속도는
둔화 될 소지가 높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각국이 핵심의약품과 의료
물품들의 수출을 통제하거나 생산시설의 리쇼어링을 강화할 경우 세계화의 전
반적인 퇴조 현상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듯하다. 세계화에 대한 회의와 속도조
절 논의로 인하여 세계화와 함께 활발히 진행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의 모색
과 핵심 행위자로서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에 대한 관심과 역할이 퇴조할 가
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화 둔화현상에 대한 논쟁은 국가역할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
화의 심화가 국가의 역할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이 국가 고유의 주권
적 속성과 정체성을 상실하는 변화라고는 볼 수 없다는 국가중심 논의가 재부상
하고 있다. 세계화로 인하여 몇몇 분야에서 과거와 같은 국내정책의 효과성이
저하된 것은 사실이고 개별국가들 혼자 힘으로 글로벌한 이슈와 지역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국가의 중요성이 무시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브레머
는 시장경제의 시대는 종말을 예고하고 국가가 더 많은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고
8) 영국의 Financial Times는 2011.1.4 오피니언 섹션에 세계화의 미래에 대한 논쟁 을 마련하
여 세계화 낙관론자들과 비관론자들간 논쟁을 진행하였다. 래치만Rachman)과 스티글리츠
(Stiglitz)는 주로 선진국의 보호주의 움직임에 초점을 두는 가운데 세계화 퇴조 가능성을
주장하였고 특히,래치만은 개도국의 경제적 위상 제고가 선진국에게 위협이되고있다고 강
조하였다. 반면 슈미트(Schmidt), 만델슨(Mandelson), 닐카니 (Nilekani)는 세계화가 혁
신의 촉진과 생활수준 향상 등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있어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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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고 있다.9) 또한, 칼레스키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가의 역할이 변화
하고 새로운 형식의 시장경제체제가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10) 세계경
제의 침체는 국가들로 하여금 자국의 국가이익중심 정책의 채택을 강요하고 마
땅한 퇴로가 없는 기업과 국민들이 정부로 하여금 보호적 성향의 경제정책 채택
을 요구하고 있다.11)
국가역할의 강화 부상과 함께 글로벌 거버넌스의 둔화현상은 글로벌 거버넌
스를 실질적으로 주도해왔던 강대국들의 정책적 급선회로 더욱 가속화 되고 있
다. 국제질서를 주도하던 미국이 경제위기와 중국의 급부상으로 패권적 국제지
위에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등장은 미국의 국내정책의 급격한 변화와 대외정책에 대한 불확
실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12) 트럼프대통령은 취임초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탈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및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대통령 서명
등 자신의 공약을 강력히 추진하여 많은 반대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힘을 통
한 평화를 기반으로 한 외교정책은 다른 나라가 미국의 군사력을 능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최고 수준의 군사력 대응태세를 추구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실
제로 2017년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예산을 약 520억 달러를 증액한 반면 국
무부와 국제개발처(USAID) 합동 예산은 28% 대폭 감축한 2018 회계연도 예산
안에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군사력에서는
결코 중국 등에게 밀릴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고 중국이 경쟁자로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세계경찰로서 미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보다는 미국의 경제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일자리 창출
과 경제성장에 집중하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 및 통상 분야에서 적극적
9) Ian Bremmer. The End of the Free Market: Who Wins the War Between States and
Corporations?, (New York: Portfolio, 2011).
10) Anatole Kaletsky. Capitalism 4.0: The Birth of a New Economy in the Aftermath
of Crisis (New York: Public Affairs, 2010)
11) Albert O. Hirschman. 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s, and Stat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12) https://www.cfr.org/timeline/trumps-foreign-policy-moments Accessed on 1 Oc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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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국가개입으로 국제적 경쟁에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여 경제적 이익을 극대
화하려는 경제 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를 추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
정부는 관세 및 규제강화 등의 보호무역 조치를 통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한
편 중국 등 경쟁국들의 환율조작 및 불공정 무역관행을 규제하여 국내 제조업을
재건하고 국내 일자리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외교정책에 있어서 기존 동
맹관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동맹국들의 기여를 증대
시켜 미국의 핵심적 이익을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다. 지구촌 문제에 대한 미국
의 개입을 축소(retrenchment)와 자제(restraint)로 국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국력을 강화시켜 다시 한번 강한 미국을 재건(Make American Great Again)하
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행정부의 코로나 대응 실패는 미국의 재건이라는
목표달성의 실패뿐만 아니라 패권 리더십에 커다란 상처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 미국은 지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소극적 리더십을 행사하는 데 그
칠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거버너스 및 국제기구에 대한 역할 강화 및 개혁 등에
대한 관심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우선주의 원칙에 의한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하는 반면 시진핑의 중국
은 세계 자유무역의 촉진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7년 다
보스 포럼에서 보호무역 반대와 자유무역 촉진의 의지를 밝히며 자유무역의 새
로운 리더를 자처하면서 트럼프와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시도 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세계화는 되돌릴 수 없는 추세이며”다자간 무역체제를 지지하고 개방
적 지역주의를 실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자유무역의 적극적 수호와 함께 시진
핑의 중국은 중국의 꿈, 신형대국관계, 및 일대일로 등 대외정책에 방점을 두는
국가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미중관계를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상
호적인 협력과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신형대국관계로 설정한 반면, 일대일로
는 중국이 관여적 지역협력을 주도하겠다는 지역전략을 의미한다. 미국이 국내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세계무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적극적 대외정책으로의 전환은 군사부분에 대한 대규모 개혁과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30년만의 대대적인 인민해방군 개혁을 단행하여 육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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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로켓군 및 전략지원부대의 5개군 편제로 개편하고 7개의 전구를 5개의 전구
로 재편하는 등 통합적인 연합작전을 총괄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
에 중국은 최근 공격용 핵잠수함 실전배치, 신형 전략미사일 개발 및 배치, 첫
항공모함 랴오닝호 실전배치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이 첨단 군사력 증
강에 전력하고 있는 배경에는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발전이 기반이 되고
있으나 중국이 평화롭게 부상하기 어려운 측면이다. 일본에 대한 희토류 제재,
필리핀에 대한 바나나 제재, 류사오보의 노벨상 수상에 대한 연어수입제재 및
한국정부의 사드 배치에 따른 각종 경제제재 등의 공격적 국익 침해 사례는 초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는 없다. 따라서 중국이
주변국들과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제제재를 남용하는 사례를 볼 때 중국
이 얼마나 규범에 기반을 둔 질서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의 깊이 남는다.13)
결국 글로벌거버넌스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글로벌거버넌스의 주축이었던 미국의 탈세계화 성향에 대항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가가 많지 않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와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가 보여주듯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미국의 역할기대가 어려울듯하다.
중국의 평화롭지 못한 부상과 이를 도전으로 여기는 미국과의 갈등 또한 글로
벌 거버넌스를 약화시키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국은 자국에 대한 봉쇄 억지전략이라고 반발하고 이에 맞서 일대일로,
대국굴기 및 신형대국관계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2018년 열린 상하이협력기구
회의에서는 칭다우선언을 채택하여 글로벌 경제거버넌스의 강화요청과 동시에
미국의 일방주의적 무역 보호주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하였다.14) 미중이 갈등하
고 경쟁하는 상황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하여 안보딜레마 현상이 나타나
서 국제체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또한 세력전이현상으로 이어져 국가 간
13) Ian Bremmer, “These 5 facts Explain Why China is Pulling Ahead of the West,” Time
(November 13, 2017)
14) http://www.china.org.cn/world/2018-06/11/content_51984232.htm. Accessed on
Oct. 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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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쟁과 대결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분석되고 있다.
미중갈등의 심화는 코로나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미국도 중국도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제대로된 리더십을 발휘못하고 서로에게 코로나 책임론을 전가하
는 비난전만 난무하고 있어 미중간의 디커플링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글로벌 이슈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으로 유럽국가들간의 갈등 또한 심각한 상
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난민의 폭증으로 인한 유럽 국가들의 국내 갈등, 테러
위협, 이로 인한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등은 오랜기간 유럽의 통합을 위해
공을 들여온 유럽국가들에게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따라서 영국, 독일, 프랑
스 등의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유럽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힘든 상황에서
지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거버넌스의 모색을 위한 역량에 한계
를 드러내고 있다. 국제정치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혁신인 유럽의 통합이 브렉시
트라는 충격적 사건으로 다가왔고 테레사 메이 정부가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를 선택하여 그 파장이 예상보다 큰 상황이다. 또한, 유로존 채무위기와
최근 난민 위기까지 유럽 정치의 세계정치를 리드해온 메르켈 총리가 극우정당
의 부상 등 국내정치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2021년까지인 임기를 마치면 정계에
서 은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가 퇴진하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
시트), 이탈리아 재정위기, 향후 유럽의회 선거에서 포퓰리즘 정당 득세 우려
등 EU가 격동기를 겪는 가운데 유럽에 정치 공백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
고 유럽연합에 도전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거버넌스의 주도적 역
할들은 담당해오 주요 강대국들의 정부가 국내 지향적 성향으로 고조되고 있어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들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거버넌스에 대
한 관심이 저하될 전망이다.
새로운 글로벌거버넌스의 퇴조적 현상의 심각성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가
들의 다른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관련 유엔을 비롯핝 국제기구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저하되고 있다. 우선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에 국가들 간 협력 체제가 느
슨해지고 있다. 테러리즘의 경우 세계화 함께 진행된 9⋅11 테러의 쇼크로 주요
국제안보위협의 주요대상으로 부상하였다. 9⋅11 테러이후 테러리즘이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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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보다 잔인한 방식과 ‘문명의 충돌’과 융합하고, 또한 거대 자본과 초국가적
정보수단과 연결되어 지구촌 안보 유지에 매우 심각한 영향으로 인식되어 글로
벌안보거버넌스의 주된 관심 상황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과거의 테
러리즘과는 매우 다른 현상이며, 글로벌거버넌스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 그러
나 2001년 9⋅11테러 이후 형성된 국가들 간의 글로벌한 공감대가 국제테러의
영향이 국가별로 각기 다른 현상을 보여주면서 둔화되고 있다. 특히 ISIS 등 국
제테러조직의 위협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은 더욱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테러조직의 핵심 타겟이 되고 있는 미국 및 주요 유럽 국가들은 국제
사회가 국제테러에 보다 더 효율적이면서 강경한 대응하기를 원하는 반면 테러
리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들의 관심은 크게 저하되고 있다.
난민의 문제도 기존과는 다른 예외적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난민이란 생활
이 곤궁한 국민,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곤궁에 빠진 이재민을 말하는데 최근에
는 주로 인종적, 사상적 원인과 관련된 정치적 이유에 의한 집단적 망명자를 난
민이라 일컫고 있다. 이러한 국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46년 유엔은 산하
에 국제난민기구를 설치하여 제2차 세계대전 때 피해를 당한 난민, 정치적 추방
자의 보호와 구제를 행하여 난민을 자유의사에 따라 원하는 나라에 정주시키는
임무를 담당하였고 1951년에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를 설치하여 난민보호
를 위한 유엔의 보조기관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난민의 문제가 주로 유럽연합
내에서 발생하고 난민의 문제를 두고 큰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2015년 유럽연
합은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지중해 국경순찰대 예산을 늘리고 새로운 난민 할
당제, 유럽 연합의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 유럽 연합 외부 국경에 대한 비용 지
원 등 위기 대처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솅겐 지역 내 국경
에 대한 통제가 부활하였고, 난민을 받아들이는 나라와 난민 도착에 불만을 느
끼는 국가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2015년 들어 지중해 또는 남동유
럽을 통해 유럽 연합 내로 망명하는 난민과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발생한 위기라
고 할 수 있다. 특히 시리아 내전으로 난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유럽국가들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UNHCR에 의하면 지난 30여 년간 가장 많은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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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을 구성하였던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수(260만)보다 더 많은 390만 명이 발
생하고 있는 것이다.15) 난민의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난민
수용은 국가의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경제
사회 정책 운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난민에 대한 복
지혜택 제공, 세금 징수, 보건과 교육 혜택, 주택과 고용 등 다양한 경제 문제가
포함되어져 있고, 또한 정치적으로 시민권과 투표권의 문제도 얽혀져 있다. 그
리고 환경, 주민안전, 인종 갈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도 포함되어져 있다.
따라서 국가들의 이해 관계가 모두 다르고 국가들 간 합의는 매우 어려운 사안
인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들을 바탕으로한 글로벌 이슈들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체
제와 국제기구들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 글로벌한 이슈에 대한 공동의 관심과
이익을 위한 다자간 협력제도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관계가 국가들 간
협력과 갈등의 유형을 모두 포함한 제도라고 한다면, 협력의 약화는 역으로 갈
등의 심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협력에 대한 시각과 관심, 정책 등이 모두 상이
하게 나타난다면,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를 통한 국가 간 협력은 더욱 악화될 것
이다.

4. 분야별 국제기구들의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 동향과 과제
둔화되고 있는 21세기 글로벌거버넌스를 위해 유엔과 유엔 산하국제기구들의
정향적 거버넌스는 무엇일까? 정향적 거버넌스 또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넌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최상의 관리를 의미한다. 거버넌스는 자율성,
효율성, 합리성, 투명성 그리고 숙련된 연습으로 국가 또는 기관들의 제도적 역
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이장에서는 유엔 및 국제기구들

15) https://data2.unhcr.org/en/situations/mediterranean Accessed on Oct. 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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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글로벌 거버넌스 갖는 일반적인 문제점과 함께 각 분야에서 갖는 구체적인
정통성과 효율성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최근 국제기구들은 정통성과 효율성에서 도전받고 있는데 대개 이러한 도전
은 두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16) 첫째, 국제제도의 정통성이 국제기구 회원국
들의 자국이익에 불만족스런 국가들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한가지 예로, 코로
나 사태와 관련 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국중심적이며
중국의 꼭두가시라는 표현과 함께 세계보건기구 지원금 대폭 삭감을 선언한 바
있다..17) 전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둔 유엔기구들은 유엔이 갖
는 정통성에 있어 여타 국제기구들과 비교하여 우월한 위치를 갖고 있으며 이는
유엔의 분권화된 구조적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엔에서 상당수의 글
로벌한 이슈는 총회나 경제사회이사회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분권적 특성
에 의해서 수많은 행위자들의 분권적 참여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지연 등이 문제
시되고 있다. 분권적 특성의 거버넌스가 요즈음에는 안보문제를 주로 다루는 안
전보장이사회와 유사한 수준을 경제사회이사회에도 글로벌경제조정이사회의
창설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정통성 이슈는 비정부기구와 국내정치
차원의 로비들에 의해 도전을 받아 효율성에 그 의문을 제시한다. 다자협력체제
의 국제기구 속에 국가들 간의 위계질서, 정통성 및 효율성 문제들이 약소국가
들에 의해서도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의 기구들은 유엔이 설립되던 당시
와 비교하여 의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글로벌 이슈, 국가들의 공동대처가 필요한
초국경 이슈, 및 다국적 기업 및 비정부 국제기구들에 대한 규율과 조정 등 변화
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능동적 대처에 많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사
태에서 보듯이 세계보건기구는 지구촌을 강타한 긴박한 위협속에서도 위기대응
에 효율성에서도 심각한 한계를 노출시켰다. 효율성 이슈는 글로벌 차원의 안
보, 경제 사회적 이슈들이 복잡하면서도 거미망처럼 연계되어있는 측면이 있고

16) 조윤영, “글로벌 거버넌스와 유엔기구 개혁방향과 도전,” 뺷2018 유네스코 전략 연구뺸
(2018), pp 141-142.
17) 뺷연합뉴스뺸,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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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방만한 조직이 겹쳐 중복적인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문제로 이어
진다.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포함한 국제회의가 대안적
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국제회의 또한 업무의 중복성 및 비현실적
인 결과물 등을 생산하여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교토의정서(1997), 새
천년개발목표(2000) 및 UN 무기거래조약(2013) 등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제시
된 바 있다. 이러한 대안들은 상대적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기구 제도화
및 이행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여전히 참여국들의 정치적 의지와 추
진력 및 유엔 차원의 지속적 지지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유엔기구들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개혁의 방향은 참여, 공정성, 효율성, 투명성 등의 정향적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요건에서 보면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먼 측면이 있다.

가. 글로벌 안보거버넌스
유엔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개혁 중에 상당부문은 유엔의 주요 안보
거버넌스인 안전보장이사회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UN 안전보
장이사회에 대한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위한 개혁의 배경에는 안보리의 구조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자리 잡고 있다.18) 첫째, 전체회원국에 대비하여 안보리의
낮은 대표성이 국제사회에서 안보리의 정통성을 저해하고 있다. 유엔출범당시
50여개의 회원국이 증가하여 현재 193개국임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은 여전히 5개국이며, 1963년 총회결의로 출범당시 6개국의 비상임이사국의 수
가 10개국으로 증가하였을 뿐이다. 특히 일본 및 독일 등이 경제력을 기반으로
안보리 가입을 강력히 원하고 있고 중견국가들도 지역의 대표성을 이유로 안보
리 가입을 요구하고 있어 유엔의 안보리 개혁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변하고 있
다. 둘째, 냉전이후 안보리 이사국들이 결정하여야 할 사안들이 급증함에 따라
회의의 빈도수가 증가하였고 회의에 대한 비공개성과 결정과정의 불투명성이

18) 김원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 “박수길(편), 뺷21세기 유엔과 한국: 새로운 도전과
과제뺸(서울: 오름, 2002), pp. 21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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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들에게 많은 불만으로 표출되었다. 특히 이러한 과정들이 비상임이사국
들도 배제됨으로써 안보리운영의 불투명성이 더욱 고조되었다. 셋째, 안보리의
적극적 개입에 대한 논의이다. 탈냉전시기에 있어 빈번히 발생해왔던 다양한 형
태의 분쟁에 있어 안보리가 효율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소말리아
분쟁개입에 대한 실패이후 안보리 국가들 간의 신중한 개입을 주장하는 국가들
이 많아져 이후 르완다 인종학살, 보스니아 사태 등에 효율적 개입이 이루어지
지 못하여 국제적 비난을 일으켰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안보리의 개혁에 있어서 중요
관심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증설 여부와 방안이다. 이들 안보리에 관한 논의
들은 일본과 독일을 상임이사국으로 하고 3개의 비상임이사국을 증설하자는 긴
급조치안(quick fix)과 라잘리안(Razali formula)19) 등이다. 그러나 긴급조치
안은 선진국들 응원을 받았으나 중국 및 제3세계국가들에 의해 강력 거부되었
다. 특히, 인도와 브라질 등의 국가들은 이 개혁안이 안보리 내에서 개도국들의
낮은 대표성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가하였다. 라잘리안의 경우 선진국 및
개도국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으나 커피클럽(coffee club)20)국가들이 거부하였
다. 아프리카 및 아랍의 국가들의 경우 지역순환 상임이사국제도(Permanent
Regional Rotating Seat)를 주장한 바 있다. 이 제안는 국가들이 일정한 주기
로 동일 지역안에서 새로운 상임이사국을 배정하여 순환하면서 상임이사국 역
할을 수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21) 2017년에는 인도가 거부권 없는 상임이사
국 지위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와 연관된 개혁작업은
19) 제51차 유엔총회의장이었던 라잘리 주유엔 말레이시아대사가 제안한 안보리 개편안이다.
이안은 선진국 2개국과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에서 각각 1개국씩 총 5개국을 상임이
사국에 추가하고 비상임이사국을 4개국 증설하자는 안이다.
20) 구성원이 정해진것이 아닌 회의가 열릴 때마다 구성원의 수가 달라진다. 주로 한국, 캐내다,
이탈리아, 스페인, 멕시코, 등이 주도하는 그룹으로서 유엔에서의 중견국가그룹의 통칭으
로 쓰인다.
21) 아프리카는 자신들에게 새로운 상임이사국의석을 2개 배정하여 이를 아프리카내의 5개의
소지역 그룹간에 순환해서 맡고 기존의 상임이사국과 동일한 거부권의 행사 등의 특권이
부여되길 주장하고 있다. 중동국가역시 아시아지역에도 새로운 상임이사국의석을 2개 배정
하여 아시아지역 국가들이 순환해서 맡도록 하고 기존의 상임이사국과 동일한 조건의 특권
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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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회원국간의 불화와 논란만 일으키며 합의를 이루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2)
반면 글로벌거버넌스 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업무에 NGO가 참여하기를
적극권장하고 있으며 그 방안으로 지역분쟁문제, 예방외교,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금융 및 외교적 제지, 인도주의 업무 및 평화구축활동 등에 관한 NGO 전
문가패널을 구성하자고 주장한바 있다.23) 또한 분쟁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제평화군의 창설을 검토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5천-1만명 정도의 군 조직을
갖춰 긴급 상황에 투입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24) 반면 미국은 안보리 개
혁논의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안보리 개혁이 필요하
다면 그 범위와 규모를 최소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25) 상임이사국 증설 여부
는 국가들 간의 민감한 이해관계 및 이슈들 간의 복합성 때문에 해결은 쉽지 않
을 전망이다. 그러나 유엔안보리의 결정이 미참여국가의 행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확보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변혁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급증하는 테러 및 내전 형태의 다양한 갈등에 대한 국제평화노력은 평
화유지, 인도적 지원, 개발전략 등 다차원적 해결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의 인도적 개입 피로현상이 심화되면서 유엔 중심의 평화유지활동의 규범
적인 기반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평화유지 활동 등 군사적인 개입에도 국가 이
외의 군수기업 등의 다양한 세력의 간섭이 증대하고 비군사적 개입의 경우, 세
계은행 및 비정부기구 등 점차 더 많은 행위자들이 관여하고 있다. 향후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는 다양한 행위자의 등장으로 이들 역할
의 분권적 독립성과 중복성에 따른 효율적 글로벌거버넌스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22) 토마스 바이스,패터 호프만, “새유엔사무총장의 과제” 뺷세계화에 관한 대화뺸 2006. p. 5.
23) 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 "The Millenium Year and the Reform Process,"
http://www.globgov.collegium.edu"
24) 주성수, 뺷글로벌 거버넌스와 NGO뺸(서울: 아르케, 2001), p. 249.
25) 조한승, “유엔개혁의 주요쟁점과 도전과제,” 뺷평화학연구뺸 제14권 4호(2013),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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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계적 차원에서 사이버 위협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금전적 이익을 노린 해킹이 주요 사이버 위협이었으나, 최근에는 사이버 심리
전, 가짜 뉴스 배포, 선거 개입 등 정치 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
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논란, 정치 컨설턴트 기업인 캠브리지 아날리티
카 (Cambridge Analytica)의 페이스북(Facebook) 개인정보를 활용한 트럼프
대선 승리 지원 등이 대표작인 사례이다. 중국이 사이버 공격을 통한 미국 및
기타 국가의 기업의 핵심 정보를 탈취한 것도 사이버 안보가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 잘 알려준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가 시
도되어 왔다. 우선 2001년 11월 23일 유럽연합과 옵서버 5개국이 참가하여 유
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COE) 주도로 체결된 사이버범죄협약 (Cyber
Crime Convention), 즉 유럽 사이버범죄조약 사례가 있다. 이는 사이버 범죄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간 협력을 명시한 최초의 국제조약으로 가맹
국간 사이버 수사 지원 절차를 일원화하여 국제 사이버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5년 10월 10일 기준 동 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총 54개
국으로 이중 47개국이 조약을 비준하였다.26) 이 조약은 아동 포르노, 사이버
무역사기, 불법 도박 사이트, 불법 소프트웨어 유포, 스팸메일, 해킹과 바이러
스 유포 등 각종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가간 국제 공조를 가능하게 해 주었다.
갈수록 급증하는 각종 컴퓨터,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효율적인 성
과물이다.27)
사이버범죄협약이 주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면, 국제기
구 차원에서 국제 안보 분야에서 사이버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는 것은 2004
년 이후 2019년까지 6차례에 걸쳐 개최된 ‘국제안보 차원에서 정보통신 부문의
발전에 관한 UN 정부전문가그룹 (UNGGE)’ 회의이다. UNGGE는 아직까지 국
26) http://conventions.coe.int/Treaty/Commun/ChercheSig.asp?NT=185&CM=&DF=
&CL=ENG (접속일 2016.08.02.).
27) 박노형, 뺷사이버안전 국제기구 설치방안 연구뺸, 행정안전부용역과제. 2010.10, p. 55 및
결어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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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규범(regime)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국제사회
가 향후 국제 사이버 안보 조약 등 국제 컨벤션 채택을 위해 지향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 논의하고 연구하는 시도이다. 여기에는 사이버 군축에 대한 논의도 포함
된다. 지금까지 UNGGE의 주요 성과 중에 하나는 제3차 UNGGE에서 채택한
사이버공간에 기존 국제법이 적용에 대한 합의를 들 수 있다. 이는 사이버공간
의 국제법질서의 수립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사이버 군축에 대한 논의
와 함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무력 보복 등 사이버 분야에서의 국가간 도발과 보
복에 대한 논의도 진행해 오고 있으나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의견
차이로 인해 확실한 성과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나. 글로벌 금융⋅무역 거버넌스
IMF와 WTO를 비롯한 금융과 무역의 국제기구들은 세계화의 주역으로 글로
벌 거버넌스의 주체 이며 급변하는 세계경제에 대응하고 글로벌금융 및 무역질
서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과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특히, 세계무역기구(WTO)
는 냉전이후 자유무역 체제에서 큰 혁신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과 분쟁해결방식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추진하여 자유로운 무역환
경조성을 위해 관세문제를 조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기구는
거대한 자유무역의 확대로 인한 가치와 이익이 모든 회원국에게 공정하게 배분
되지 않고 선진국의 경제적 이익에 편향적 영향을 받고있다고 주장한다.
국제통화 및 금융의 안정성을 목표로 하는 IMF는 국제수지 불균형을 조정하
는 역할과.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의 외환위기조정과 선진국과의 채무조정 협상
등 세계경제의 정책 전반을 감독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체로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그러나 IMF 역시 패권국 및 선진국의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정책을 반
영하고 융자조건 등 채무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IMF의 원칙을 요구하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상황을 오히려 악화 시킬 수 있다
는 비판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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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경제와 금융 위기는 IMF를 중심으로 한 브레튼우드 체제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IMF, World Bank 및 WTO 등의 금융, 무역 거
버넌스 기구들은 탈냉전이후 서구 선진 국가들이 주도한 신자유주의에 기초하
여 시장경제의 자유화를 중시하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확산과 이행에 주력했
다. 그러나 2008년의 금융위기는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신뢰에 의
심을 초래하였다. 특히, IMF가 세계금융위기의 조기경보 체계로서의 제대로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IMF의 쿼터와 투표권 개혁은 반드시 이
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어느정도 형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가
현상유지를 원하는 세력의 영향력 하에서 관리되고 있어 그 근본적인 변화와 혁
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회의론적 시각이 우세하다. 최근에는 새로운 글
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IMF 보다 상위의 글로벌 경제기구로서 유엔 세계경제위
원회의 창립 등이 논의되었으나 제한적 성격에 머물고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
고 있지는 않다.

다. 글로벌 환경⋅개발 거버넌스
21세기 최대의 위협으로 부상하는 지구촌의 환경문제는 지구안보 또는 공동
안보라는 새로운 안보의 범주로 간주할 정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범지구적 문제
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저위정치에 머물던 환경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제
한적 지구자원과 인간의 무리한 개발욕구 사이에서 환경과 인간의 조화와 상생
을 이루고자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에 관한 주제였
다. 이러한 관심 중에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오늘날 글로벌 안보위협 요소로 등
장하여 기후변화가 원인이 되는 글로벌 위협이 경제활동, 보건, 식량 등으로 광
범위하게 연계되어있다.
지구촌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의 주범은 화석연료 사용 시 방출되는 이
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이며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의 촛점은 온실가스 감축
에 있다. 이를 위해 1992년 UN 기후변화협약(UNFCCC)이 합의되었고, 1997년

전환기의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기구들의 도전과 과제 _ 121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교토의정서가 체결되었다. 선진 37개 국가들에게 2008-12
년 사이에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고 비용분담의 기준으
로 ‘공동의 차별적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원칙도
명시하였다. 이후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파리기후변화
협정이 2015년 11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
의 합의로 발효됐다. 파리협약에서는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상승억지
하고 5년마다 당사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준수하는지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의 이기적인 국익을 앞세운 파리협정 탈퇴는
해당국가들을 실망케 하였으나 2017년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문
에 합의하여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G20 정상들은
개별국가의 능력과 차이점 등을 반영하여 합의된 파리협정이 지속되어야 하며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을 위한 선진국들의 지원과 의무 및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하게 주장하
였다.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환경분야를 뛰어 넘어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 개발목
표의 다양화, 그리고 글로벌 개발 거버넌스 구축 등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2000
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글로벌 개발협력의 목표로서 빈곤 감소에 기
여하는 발전, 기초 경제 및 사회 인프라 성장, 주민참여형 개발, 그리고 지속가
능한 성장 등이 합의되었다.
글로벌 개발 거버넌스에는 UN, OECD, G8, G20, NGOs, 및 MNC(다국적 기
업) 등과 함께 관심이 있는 개별 국가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해왔다. 이에
대한 결실로 2000년 9월 UN 밀레니엄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새천년개발목표
(MDGs) 선언을 채택, 2015년까지 세계적 빈곤상태를 절반으로 감소시키기로
약속했다. UN은 2002년 3월 금융관련 몬테레이 회의에서 MDGs 목표달성을
위한 다차원적 개발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계획달성을 위한 선진국과 개도
국 간 서약을 담은 ‘몬테레이 컨센서스’를 합의하였다. 그러나 필요국가에 대한
지원과 원조등이 절대적으로 결여되어있다는 비판에서부터 민간 및 다자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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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은행, 양자개발기관, 등과의 협력기제 심화 등 원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보다 더 시급하다는 주장까지 글로벌 개발 거버넌스의 개선 논의가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환경과 개발협력 거버넌스는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G20,,지구촌 시민
사회, 및 다국적 기업(MNC) 등 비국가적 행위자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분야이다. 새천년포럼에서는 100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1000개가 넘는 비정부
기구들의 대표들이 참가하여 MDGs 채택에 기여한바 있다. 하지만 비정부 행위
자가 지닌 내적 한계인 대표성, 투명성, 책임성의 문제를 국제기구들이 효과적
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유엔 및 국제기구들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글로벌 거버넌스는 살펴본바와 같이 21세기에 지구촌에서 출현하는 다양한
이슈와 위협들을 해결하기 위한 주체 행위자로 국가와 유엔과 같은 전통적인 행
위자에게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유엔을 포함한 정부간 국제제기구들, INGO,
다국적 기업 및 지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y) 등 초국가적 행위자들에게
도 기회와 역할을 부여하고 이슈아젠다에 따라 안보 거버넌스, 금융⋅무역 거버
넌스, 환경⋅개발 거버넌스, 등으로 확산되어 발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
도하는 기제이다. 따라서 글로벌 거버넌스란 다양한 지구촌 행위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설정하고 문제가 발생 할 경우 협력적 문제해결 방식에 기초한 제도와
법을 가지고 지구촌 이슈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에 대한 시도이다.
그러나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가 부상하고 2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글로벌 거
버넌스와 체제와 관련된 정통성, 대표성, 책임성의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동시
에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킨 국제체제적 환경들이 세계
화 현상의 퇴조 및 강한 국가의 등장 등의 변화로 이에 대한 인식과 시각도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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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많이 변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협력적 국제체
제의 모색보다는 국가중심적 외교정책을 선호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패권
국인 미국의 트럼프 정부 외교가 기존 자유무역협정의 재검토, 국제환경레짐에
대한 탈퇴, 동맹국 방위 분담 확대, 이민자의 통제 등으로 다양하면서도 중요한
글로벌 이슈들에서 후퇴하고 있다. 대신에 패권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국우
선주의가 강조되고 있고 중국 및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저항이 확산되면서 미⋅
중간의 패권경쟁이 심화되어 국제사회가 혼란 속에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지구촌의 신흥위협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
는 원인이기도 하다. 유럽국가들의 복지문제 및 난민 문제 등에서 서로 다른 입
장을 가지고 있었던 영국의 브렉시트(Brexit)가 오랜 세월을 통해 달성한 유럽
협력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 역시 마오쩌둥을 넘어서려
는 개인적 야망과 함께 중국의 패권적 지위를 위해 정치,경제, 군사적으로 동아
시아 및 주변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고, 국제 규범과 원칙을 무시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체제가 경쟁적이고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글로벌 거버넌
스의 강화 및 분야별 제도개선, 투자 및 지속적인 관심은 매우 힘든 과제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하다. 지구촌 사회가
이런 때 일수록 약화되는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제제도의 모색과
개선된 글로벌 거번넌스 체제의 부활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글로벌거버넌스
의 협력적 기제를 위해서 국가와 정부간 국제기구들을 포함한 비국가 행위자들
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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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llenges and Limit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Time of Shifting
Global Governance
Cho, Yun Young (Chungang University)
Lee, Sangho (Deajeon University)

Global governance is aimed at facing common global challenges while
promoting mutual benefit of the countries beyond their individual needs by
exploring cooperation without having to establish a world government. This
is an attempt to recognize and explain the existing and emerging challenges
in the world arena. This problem cannot be met by policy implementation
or capability of one or a group of countries in that cooperation and among
countries in the world is necessary to counter this. Global governance is
currently in decline due to slow down in globalization. The global leadership
which focuses on the cooperation between the countries is being challenged
due to an advent of powerful emerging local political leadership among the
leading states in the world as the people’s will to change in those countries
is strong. With the emergence of such international issues as global terrorism,
refugee and environmental crisis, the focus and investment by many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on global governance have been diminishing.
This research is an attempt to provide perspectives on the issues of the
global

security.

trading⋅banking

and

environment⋅development

governance. The aim is to overcome the current crisis of global governance
by taking critical approach to multilateralism and supranationalism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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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powers and analyzing global capital reform and prevention of an
emergence of a global hegemonic power.
Key Words: Global Governance, Global Security Governance, Global Trading⋅
Banking Governance, Global Environment⋅Development Governance,
Multilateralism, 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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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군 기반통신망 분석 및 발전 방향
: 지상군 중심으로

박태웅 (합동참모본부)
한현진 (합동참모본부)

1. 서론
2. 지상군 기반통신망의 현실태 분석 및 문제점 식별
3.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기반통신망 발전 방향
4. 결론 및 시사점

군사작전의 성공을 위해 전장에 전개된 부대 간의 보안이 확보된 원활한
통신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우리 군(軍)은 통신능력을 강화하기 위
해 여러 기반통신망을 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군(軍)의 기반통신
망은 고정통신망과 기동통신망으로 분류된다. 고정통신망에는 국방광대역
통합망(M-BcN), 임대정보통신회선, 마이크로웨이브(M/W)가 있고 기동통
신망에는 전술통신체계(SPIDER), 전술정보통신망(TICN), 군(軍)위성통신
체계, 전투무선망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군 지상군을 중심으로 기반통신망을 분석하여 문제
점을 식별하고 미래전장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현
(現) 기반통신망은 군(軍) 통신환경 변화 대비 대용량 데이터 전송 제한, 상
호운용성 부족 등 문제점이 식별된다. 기반통신망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수용성, 생존성, 통합성, 신속성, 보안성, 신뢰성, 상호운용성 측면에서 개
선 및 보완되어야 한다. 중기적으로 각각의 기반통신망은 공통의 IP 기술
을 기반으로 발전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고정통신망과 기동통신망은
All-IP 기반 단일 통합형 네트워크 형태로 구축 발전시켜야 한다.

| 주제어 | 기반통신망, 고정통신망, 기동통신망, All-IP

1. 서론
전장(戰場)에서 실시간 정보를 전파⋅공유하고 최단 시간 내 결심 및 지휘할
수 있는 통신체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수한 작전계획과 무기체계
를 보유하더라도 효과를 극대화하기는 어렵다. 제2차 세계대전 시 프랑스 전차
사단이 독일의 일개 전차연대에 참패를 당했다. 그 이유는 독일군은 무전기를
이용하여 전투를 수행했지만, 프랑스 전차에는 무전기가 없어 수신호로 의사소
통한 결과이다. 아무리 전차 등 무기체계의 성능이 좋아도 무전기를 통한 지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합지졸의 일개 장비일 뿐이라는 것을 역사는 말해
준다.1)
과거 전장에서는 주로 유선전화와 무전기를 사용하여 음성 위주의 통신을 했
다. 우리 군(軍)의 무전기 사용 역사를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 및 한국전쟁에
서 진공관 형태의 무전기 PRC-25를 사용하였고, 1968년 베트남 전쟁 중에는
트랜지스터 형태의 무전기 AN/PRC-77K(이하 P-77K)가 실전 배치되었다. 다
음으로 우리 군(軍)이 연구⋅개발한 디지털 무전기 AN/ PRC-999K(이하
P-999K)는 현재까지 우리 군(軍)이 주력 무전기로 전⋅후방 지역에서 운용 중
이다. 그러나 군(軍)의 통신환경 변화에 따라 데이터 통신 수요가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도 우리 군(軍)은 50년이 지난 P-77K와 25년이 지난 P-999K
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군(軍)의 ‘기반통신망’ 문제는 노후화된 무전기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2018년 11월 24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국통신(Korea Telecom, KT) 아현지사2)
통신구(케이블 부설용 지하도) 화재 발생으로 서울 중⋅서부 지역 서대문구, 중
구, 용산구, 마포구, 은평구 일대 등 4개 구와 경기도 고양시 등 지역에서 통신
장애를 겪었다. 이 화재는 민간분야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리 군(軍) 지휘
1) LIG Next1, 뺷LIG Next1 MAGAZINE 근두운 VOL. 57뺸, 서울: LIG Next1, 2013.
2) KT 아현지사는 서울 서대문⋅중구⋅마포 일대로 연결되는 16만 8천 유선 회로와 광케이블
220개 뭉치가 설치된 주요시설이다. 뺷국민일보뺸, 2018.11.26,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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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체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8년 12월 3일 국회 국방위원
회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측은 국방부 제출 자료(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피해 현황)를 인용하여 KT 아현지사를 거치는 군(軍) 내부망 28개 회선이 43시
간 동안 불통 되었다고 밝혔다. 군(軍) 내부망 28개 회선은 국방망뿐만 아니라
합동지휘통제체계(Korea Joint Command and Control System, KJCCS3)),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litary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 MIMS4)),
화상회의 통신망 등과 관련된 회선이다.5) 화재로 인해 군(軍)은 무선통신망, 위
성통신체계 등 다른 기반통신망 수단으로 대응했으나 실제 전시에는 트래픽
(Traffic6)) 증가 등으로 지휘 통제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렇듯 음성 및 데이터를 전송하는 우리 군(軍)의 기반통신망의 현실태는 무전
기 노후화뿐만 아니라 KT 아현지사 화재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방광대역통합망
(Military-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이하 M-BcN7)) 및 임대정보통
신회선(이하 임대 회선)에도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우리 군(軍)은 다중망 구축
방책을 추진하는 등 여러 기반통신망을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현실
은 군(軍)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평시에 드러난 문제점은 전시에는 예상치 못한 더욱 복잡한 문제로 발생하여
우리 군(軍)이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기반통신망은 두절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지상군 기반통신망의 노후화 및 KT 아현지사 화재 사태를 보건
대, 국민의 우려처럼 전 제대 동시 통합전(統合戰) 측면에서 기반통신망은 잘
작동할 것인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하나의 기반통신망이 두절 되면
능력적으로 대등한 다른 기반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중⋅삼중의 통신망으로 백업
하여 통신 두절에 대비해야 하나 기반통신망의 상호보완적 시스템은 아직 미흡
3) 합참 중심 전⋅평시 합동 작전 수행을 위한 지휘 통제 수단으로 운용하고 임무응용 기능과
공통지원 기능, 체계관리 기능을 제공함.
4)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의 정보 분야로서 全軍 차원의 특수정보(SI) 유통이 가능
한 정보유통체계를 말함.
5) https://www.sedaily.com/NewsView/1S8BKMNNYV (검색일 : 2019.11.14.)
6) 전화 또는 컴퓨터 통신의 특정 전송로에서 일정 시간 내에 흐르는 정보의 이동량.
7) 광통신망으로 전략 제대에서 최전방 GOP/GP까지 구축되어 운용 중인 통신망, 임대형 민간
투자사업(BTL)방식으로 구축되어 민간사업자에 의해 운영, 유지관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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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또한, 전⋅후방 작전부대 간 무기체계에 설치된 통신장비의 기술적 불균형
문제와 노후화로 인해 상호통신이 제한되는 상호운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의 한국군 지휘통신 및 통신체계 발전에 관한 연구는 전술정보통신망
(Tac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이하 TICN) 발전 방향, 군
(軍)위성통신체계 발전 방향 등 각각의 기반통신망별로 구분되어 부분적으로만
군사 선진국 발전추세에 맞추어 연구되어 각각의 기반통신망을 통합하여 전체
적인 관점에서 발전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본 연구는 미래전장 환경을 대
비하여 적보다 빠르게, 정확하게, 신뢰성 있는 통신을 보장하기 위해 지상군의
기반통신망은 어떻게 발전해야 하고, 이들을 상호보완적으로 어떻게 통합해야
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한국군의 지상군을 중심으로 기반통신망의 현실태를 분석
하여 문제점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파이트투나잇(Fight
Tonight8)) 정신과 미래전장 환경을 대비하는 관점에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군 지상군 중심의 고정통신망과
기동통신망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지상
군 기반통신망에 대한 현실태를 분석하여 주된 문제점을 식별하고 요구되는 지
상군 기반통신망의 특성을 도출한다. 3장에서는 우리 군(軍)의 식별된 문제점에
대해 요구되는 기반통신망 특성과 미래전장 환경에 부합하기 위한 개선 및 보완
사항을 군사 선진국의 기반통신망 기술발전 추세를 통해 확인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제시된 발전 방향에 대한 기여와 본 연구가 주는
시사점을 논하고 마무리한다.

8) ‘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다’라는 주한 미 8군 구호, 언제라도 싸울 수 있는 대비태세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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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상군 기반통신망의 현실태 분석 및 문제점 식별
지휘통신 야전교범에 의하면 우리 군(軍)의 기반통신망은 지휘 통제 및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전송로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고정통신망과
기동통신망으로 <그림 1>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9)
[그림 1] 지휘통신체계 구성도
지휘통신체계

기 반 통 신 망

정보체계

고정통신망

기동통신망

전장관리정보체계

국방광대역통신망(M-BcN)

전술정보통신망(TICN)

자원관리정보체계

임대정보통신회선

전술통신체계(SPIDER)

마이크로웨이브(M/W)

위성통신체계
전투무선망

가. 고정통신망의 현실태 분석 및 문제점 식별
지휘통신 야전교범에 의하면 고정통신망은 통상 군단급 이상 대부대의 고정
된 지휘소에서 운영하는 통신망으로, 이를 통해 고속으로 대용량 정보전송이 가
능하다. 우리 군(軍)에서는 고정통신망으로 M-BcN, 임대 회선, 마이크로웨이
브(Microwave, 이하 M/W10))를 운용하고 있다.11)
9) 육군본부, 뺷야전교범 운용-1-1 지휘통신뺸, (계룡: 육본본부, 2016), pp. 1-5.
10) 300MHz∼3GHz의 UHF 주파수대나 3GHz∼30GHz의 SHE 주파수대를 이용하여 가시선
통신을 수행하는 통신방식으로 총 전송용량은 155Mbps이다. M-BcN 두절 시 통신망 긴급
복구를 위해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서 운영하는 장거리 통신망으로 전화, 레이다 및 고속데
이터 통신 등에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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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N’은 2011년 4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uild Transfer Lease, 이하
BTL) 방식으로 구축되었다. M-BcN은 전⋅평시 국방정보체계의 안정적 운용
을 지원하기 위한 전군(全軍) 차원의 유선 기반통신망으로 합참에서부터 최전방
경계초소(Guard Post, GP)에 이르기까지 현재 7,000여 회선을 운영하고 있다.
M-BcN은 광장비와 광케이블로 통신망을 구성한 체계로써 음성, 데이터, 화상
등 대용량 정보전송이 가능하여 전군(全軍) 화상회의망, 전화교환망, 국방인트
라넷망, 인터넷망, 재해통신망 등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M-BcN은 전방지
역의 GP, 일반전초(General Outpost, GOP), 해안 소초까지 운용되나 전송용
량의 제한으로 대용량 영상정보 전송은 제한되고, 후방지역에는 구축되지 않아
임대 회선을 사용하고 있다. M-BcN의 운용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첫째, 운영 기간은 2020년 12월 만료를 대비하여 적시적
으로 철저한 차기 M-BcN의 후속 사업 준비가 필요하다. 적절한 시점에 장비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군(全軍)에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
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장비 교체 추진이 시급히 필요하다. 둘째, 운
용 장비의 ‘노후화’로 시설개선이 시급하다. 전송 및 교환 장비의 사용 연한은
BTL 운영 기간 종료 이전에 이미 초과하여 장비 고장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
며 2020년에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에 따라 통신망이 중단
되는 등의 장애 발생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일부 통신장비는 업
체 생산 및 서비스가 중단되어 원활한 유지보수가 제한되고 있다. 셋째, 신규
정보체계 수용과 미래전장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군(軍) 통신환경
변화에 따라 신규 개발되는 정보체계 등은 대용량 데이터 소통이 요구되나, 현
(現) M-BcN은 운용체계 대비 ‘전송용량 제한’으로 이를 지원하는 능력이 부족
하고 과거보다 데이터 통신 수요가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
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존성’ 측면에서 보강이 필요하다. 전방지역은 다수 구
간 가공가설로 인해 전⋅평시 생존성이 취약하고, 후방지역은 일부 단일 통신망

11) 위의 책, p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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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Tree형 구조)로 생존성이 취약한 형태로서 상급부대 통신망 두절 시 예하
전(全) 부대의 통신망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대 회선’은 전송로 제공을 위해 민간 통신서비스 사업자(KT, LG U+, SK)
로부터 회선을 임대하여 운용하는 통신회선이다. 후방지역에 있는 제2작전사령
부는 작전지역이 광범위하며 부대 간의 간격이 원거리 이격되어 있다. 이에 따
라 M-BcN은 고비용을 이유로 제2작전사령부 예하 부대 책임 지역에는 구축되
지 않고 상용 임대 회선을 활용한 지휘통신망을 구성하여 국방망, 후방지역 육
군전술지휘정보체계(Army Tactical Command Information System Rear
Area Operation, 이하 ATCIS-R),12) 원격화상회의(Video Teleconference, 이
하 VTC), 전화 등을 운용하고 있다. 군(軍) 전용회선이 구축되지 않은 후방지역
은 ‘통합관제 제한’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유지보수 관리기관이 상이하고 ‘민
간 의존도’가 너무 높아 효율적인 지휘통신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임대 회선은 M-BcN보다 상대적으로 전송용량이 적어 데이터 소통이 더욱 제
한되고, KT 아현지사 화재사건처럼 ‘생존성’ 측면에서 더욱 취약하다.
‘M/W’는 1986년에 전력화되어 각 군(軍) 본부 및 작전사, 육군 직할부대, 전
방군단, 제2작전사령부 예하 지역 방위사단 간 M-BcN과 임대 회선 등 유선 전
송로 두절에 대비하여 구성한 45Mbps와 155Mbps의 대용량 데이터를 장거리
전송하는 무선통신장비이다.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관리하에 140여 개의 M/W
통신소에서 운용 중이다.13) M/W의 운용실태와 한계를 분석해 보면, 첫째, 수
명주기가 도래하여 장비 ‘노후화’로 고장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M-BcN
두절 시 주요 구간은 용량포화 및 대용량 전송로(1Gbps급) 제공 제한으로 M/W
에 의한 주요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Intelligence
(이하 C4I) 지원이 제한되어 예비 통신수단으로써의 효용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
다. 둘째,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 가시선 확보와 정보통신의 신뢰

12) 후방지역작전을 위한 육군의 전술지휘정보체계,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급 이하 부대에
설치되어 지휘관이 적시적이고 정확한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휘 통제 체계
13) 뺷국방일보뺸, 2015.4.21.,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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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부분 고지대14)에 고정통신소로 운용되고 큰 안테나의 지
름은 외부에 노출되어 적 특작 부대 공격에 취약하며, 대전자전 및 전자기펄스
(Electromagnetic Pulse effect, 이하 EMP) 방호기능 미보유로 적 공격 시 운
용이 제한된다. 따라서 M/W 통신소는 전시 초전에 적 공격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복구 자산인 이동형 M/W는 14대(전국 지역별 2대씩)만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정비지역은 광범위하여 안테나 및 장비 전송로 정비에 장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전시 M/W 피해율 산정결과 전체 피해율의 50%
의 피해가 개전초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15) 이는 전시에 M/W가
M-BcN의 보조수단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M/W 통신소 및 중계소에는 통신망 유지를 위해 상당수의 병력이 상주하여 통
신망을 운용 및 관리해야 한다.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2013년 말 63.3만 명이
었던 전체 병력은 2022년 말 11.1만 명이 감축되어 52.2만 명으로 유지될 예정
인데, 이에 따른 M/W 통신소 및 중계소의 병력 축소 또는 무인화 운용이 불가
피하다.

나. 기동통신망의 현실태 분석 및 문제점 식별
기동통신망은 군단 이하 제대에서 운용하는 핵심 통신망으로 이동 및 전환하
여 통신망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지형 및 기상에 따라 통신장비 설치 및 운
용이 다소 제한되고, 통신소 운용 시 적 포병, 미사일, 특수작전부대 등의 위협에
취약하여 방호대책이 필요하다. 기동통신망에는 전술통신체계(이하 SPIDER),
TICN, 군(軍)위성통신체계, 전투무선망이 있다.
‘SPIDER’는 TICN 이전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에 전력화되어 군
단급 이하 부대에서 운영하는 기동통신망이다. 현재 TICN이 전방군단에 전력
화됨에 따라 SPIDER 구성 장비인 전술다중무선세트(Tactical Multichannel
14) 고지대는 해발 800m 이상을 의미함.
15) 김호근, 김한조, 뺷전시 M/W 통신장비 피해율 산정 및 복구능력 실효성 검증연구뺸, (서울:
대한민국국방부, 2016), p. 요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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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 이하 TMR16))가 지상작전사령부로부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지역방위사
단으로 관리 전환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2작전사령부 작전지역의 주 통신수
단인 임대 회선 두절 시 TMR을 예비 통신수단으로 운용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SPIDER의 회로 구성 장비인 TMR은 제2작전사령부 작전환경 고려 시 전⋅평시
효과적인 운용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TMR의
최대 가시 통신 거리는 48km이지만,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에서 연대 간 평
균 거리는 약 80km로 통신망 구성을 위해서는 다중의 중계가 요구된다. 그러나
제2작전사령부 예하에는 지상작전사령부와 전방군단에서 지원하는 노드통신소
가 부재하여 ‘장거리 운용이 제한’된다. 따라서 사단 지휘소와 연대지휘소 간에
점대점(Point to Point, P2P) 방식으로만 연결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TMR은
3개의 주파수 대역(Band17))으로 구분되어 I 대역형, Ⅱ대역형, Ⅲ대역형으로
나뉜다. Ⅰ대역 TMR은 ○○통신 무선주파수와 중복이 되는 동시에 Ⅱ대역
TMR은 행정구역상 ○○도 및 ○○도 지역 인가 주파수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주파수 인가가 되지 않은 제2작전사령부 책임 지역으로 관리 전환이 되어 교육
훈련 등 운용이 제한되고 있다.
‘TICN’은 SPIDER를 대체하여 지상군 통신망을 담당하기 위해 전력화 중이
다. TICN은 군단급 이하 제대의 데이터, 음성, 영상정보를 유통하고 감시 및
탐지자산, 타격자산을 전장 관리정보체계와 연동하는 기동통신망이다. TICN은
① 대용량무선전송체계(High Capacity Trunk Radio System, 이하 HCTRS),
② 소용량무선전송체계(Low Capacity Trunk Radio System, 이하 LCTRS),
③ 교환접속체계(Tactical Internet Protocol System, TIPS), ④ 전투무선체계
(Combat Network Radio System, CNRS), ⑤ 전술이동통신체계(Tactical
Mobile Communication System, 이하 TMCS), 망제어체계(Network Control
System, NCS) 등의 부 체계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All-IP18) 기반으로
16) SPIDER의 연대급 이상 부대에 전송로를 제공하기 위한 전송 장비로 최대 4Mbps의 전송용
량을 제공한다.
17) 전파의 특성상 주파수의 물리적 성질과 용도가 같은 어떤 범위의 주파수 간격, 파장에 따라
장파 대역, 단파 대역, 초단파 대역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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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통신체계와 연동을 위한 기능도 갖추고 있다. 이들 부 체계 중에서 HCTRS와
LCTRS는 각각 여단(연대)급 이상과 대대급 부대 통신소 간의 고속 대용량 무선
전송 능력을 제공한다. 그리고 TMCS는 전장에서 직접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관
들과 전투원 간에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다대역다기능무전기(Tactical
Multi-band Multi-role Radio, 이하 TMMR)가 주장비로 사용된다. TICN은
현재 전력화 중이나 아래와 같은 제한사항이 식별되고 있다. 우선, TICN 전력
화가 부대의 임무와 작전을 우선 고려하기보다는 편성 위주의 전력화를 하였다
는 점이다. 지상작전사령부 직할부대인 ○○사단의 경우, 전방군단보다 넓은
책임 지역 대비 전력화될 TICN 노드통신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TICN이 효
과적으로 운용될지 의문이다. 다음으로는 TICN이 전력화된 부대에서 이동기지
국(Mobile Subscriber Access Point System, 이하 MSAP19))을 이용한 전술
이동단말기(Tactical Multi Function Terminal, TMFT20))가 효과적으로 운용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대급 이상 부대 통신소와 노드통신소에서 운용하는
MSAP에 TMFT가 접속되어 이동 간 원활한 전화 및 데이터 통신을 제공해야 하
는데 야전 운용자들은 현재의 통화서비스 수준에 대한 불만족을 표출하고 있다.
휴대용 TMFT의 통화 가능지역 확대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성능개선
검토가 요구된다.
‘군(軍)위성통신체계 아나시스(Army & Navy, Air force Satellite Information
System, 이하 ANASIS)’는 지상군의 유⋅무선 통신망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 지
리적 환경과 관계없이 지휘통신이 가능하게 하려고 2006년부터 민군 겸용 위성
인 ‘무궁화위성 5호’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제2작전사령부는 광범위한 작전지
역과 도시화 발달로 인한 지휘통신망 구성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 상
용 위성인 ‘무궁화 6호’를 이용해 후방지역 대대급 이상 제대에 전술통신정보를
18) IP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네트워크가 통합된 구조를 갖는 네트워크 방식. TICN은 모든 구성
장비에 IP 주소를 부여한 All-IP 통신체계이다.
19) 전술이동단말기(TMFT)가 접속하는 기지국
20) 중대급 이상 지휘관과 참모가 운용하는 전술이동 단말기로 MSAP에서 00km까지 통신 가능
하며, 증폭기 연결 시 최대 00km까지 통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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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후방지역 위성통신체계’를 2020년까지 대대급 이상 모든 부대에 설
치해 활용할 예정이다.21) 이에 따라 제2작전사령부 예하 부대는 2020년 후반기
부터는 대대급까지 위성통신체계가 전력화되어 임대 회선에만 의존하지 않고
원하는 장소에 대대 전술지휘소에 필요한 C4I 체계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위성통신체계는 국내 무궁화위성과 이리듐 위성(Iridium satellites)22) 등 국제
통신위성을 이용함으로써 통신 범위, ‘기동성’ 및 ‘생존성’ 측면에서 지상 통신
체계 중심의 취약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제한사항이 식별되
었다. 우선, 현(現) 체계는 위성체의 중계기 12기(536Mbps)를 군(軍)에서 임차
하여 운용하고 있어 군사작전소요 대비 낮은 대역폭으로 인해 고속⋅대용량 정
보전송 및 장시간 위성통신이 제한된다.23) 따라서 현(現) 위성통신망은 임대 회
선 구축 전 초기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만, 또는 지형극복을 위해 짧은 시간 동안
에만 운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시에 우리 군(軍)은 편제 대비 부족 장비를
‘상용 위성 단말’과 ‘상용 위성전화기’를 전시 정보화 예산으로 구매하여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상용 위성 단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상용
위성이 결정되어야 위성통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용
위성이 지정되어 중계기 용량을 얼마나 사용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다. 또한, 현재 운용 중인 상용 위성전화기에는 이리듐(Iridium), 트라야
(Thuraya) 등이 있으나 이러한 상용 위성전화기는 해외에 있는 서버에 정보가
저장되어 ‘보안성 취약’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 군(軍)에서 개별 단말기에 대해
통제관리를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이리듐 위성전화기의 경우 미국 애리조나주
에 있는 이리듐 본사 게이트웨이(Gateway) 서버에 군사정보가 저장될 수 있어
보안이 취약하며 한국군에 의한 통제관리 또한 제한된다.
우리 군(軍)은 현재 ‘전투무선망’을 이용하여 P-77K와 P-999K 무전기를 야
21) 뺷국방일보뺸, 2019.10.8, p. 4.
22) 1세대 저궤도 위성군 통신시스템으로 66개의 통신 소형위성체가 지구상공 781km의 저궤도
를 돌면서 국방, 해상, 항공, 에너지 산업, 수송업 등에 휴대 단말기를 통해 음성통화 및
데이터 송수신을 제공하고 있다.
23) 황성범. “차기 군위성통신체계 발전방향 연구.” 뺷합동참모대학뺸, (2012),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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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서 운용 중이다. 먼저 P-77K는 1세대 아날로그 무전기로 초단파(Very
High Frequency, VHF24)) 대역 FM 모드(mode)의 휴대형 배낭 무전기이다.
미국 Associated Industries 社가 개발하였으며 베트남 전쟁 중이던 1968년에
실전배치가 된 장비이다. 우리 군(軍)은 육군 중대급에서 1969년부터 P-77K를
전술 무전기로 운용을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후방지역에서는 이 장비를 운용 중
이다.25) P-999K는 차기 FM 무전기로 국방과학연구소와 LIG넥스원이 함께 우
리 군(軍)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전술 제대 지휘용 무전기이다. 현재까지
P-999K는 전방군단 위주로 지상군의 주력 무전기로 운용되고 있다. 이 무전기
는 기존 P-77K보다 광대역의 주파수와 다채널을 보유하였으며, 상호간섭 및
혼선을 최소화하였다. 적의 전자전 위협으로부터 생존성을 보장받기 위해 ‘주파
수도약변조(Frequency Hopping Modulation26))’ 기능을 이용하여 대 전자전
능력을 보강했으며, 데이터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전송 능력을 구비 하였
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TMMR을 LIG넥스원이 개발 중이나 소요군이
요구하는 작전운용성능 중 일부 항목에서 기준 미충족과 최초 계획 대비 높은
양산단가로 인해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다.27) 지상군 후방지역에 운용 중인 전
투무선망에 대한 현실태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대급 통신장비 ‘노
후화’ 및 부족으로 전력 발휘가 제한된다. 제2작전사령부는 경기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국토 면적 70% 이상을 차지하는 광범위한 작전 책임 지역을 갖지만, 주
된 무선통신수단은 1세대 아날로그 무전기인 P-77K를 활용한 전투무선망이다.
후방지역의 P-999K의 보유수준은 약 30% 이하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P-77K를 운용하나 노후화로 인해 전투무선망 운용이 제한되고 있다. 특히 후
방지역은 한미연합전시증원(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24) 30∼300MHz 대역
25) LIG Next1, 뺷LIG Next1 MAGAZINE 근두운 VOL. 57뺸, (서울 : LIG Next1, 2013), p.
17.
26) 기존의 주파수 고정 방식이 단일 주파수로 송신하는 것과는 달리, 짧은 시간 간격으로 주파
수를 변경해 가면서 정보를 송신하는 방식
27) 조수연, 엄진욱. “TMMR 확보지연이 타 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 뺷국방과
기술뺸, Vol. 490, (2019.12.),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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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on, RSOI28)) 지원 등 전쟁 지속에 필요한 각종 작전지속지원(병력,
군수지원, 보급물자 등) 보장을 위한 자산이 집중되어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인데 반해 전투무선망은 이처럼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기반통신망
이 뒷받침되지 않은 대대급 부대에서는 기동 간 P-77K를 운용 중이며 무전기
운용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수리부속 보급이 원활치 않은 실정29)으로 연평균 약
000대 이상 불용처리 중이다. 둘째, 다종의 상용 통신장비 운용으로 효율적 지
휘 통제가 제한된다. 후방지역에서는 P-999K의 부족과 노후화된 P-77K 등 전
투무선망 보완을 위해 ‘스마트폰군(軍)활용체계’, ‘주파수공용통신(Trunked
Radio System, 이하 TRS30))’, ‘핸드토키(Hand Talky, H/T)’ 등 다종의 상용
통신장비를 보급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별도의 운용병이 요구되고 지휘관이 동
시에 다종의 상용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통신해야 하는 등 효율적 운용 및 작전
지휘가 곤란한 상황이다. 특히 통합방위작전 때 관계기관이 운영하는 무선 통신
방식은 극초단파(Ultra High Frequencies, UHF31)), 초단파(Very High
Frequency, VHF32)), TRS 등으로 다양하여 관계기관 상호 간 지휘 및 협조체
계가 미흡하다. 통합방위작전 시 이러한 제한사항을 개선하고 관계기관과 원활
한 통신을 위해 대대급 부대에 ‘이(異)기종무전기통합장비(Radio over
Internet Protocol, 이하 RoIP33))’를 전력화하였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되지는
않고 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관계기관별 작전보안 문제로 통화내용을 타 기
관에 노출하는 것을 기피 하여 상호 무전기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RoIP
의 운용절차가 복잡하고 통화 품질도 낮아 대부분의 부대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
28) 연합군 증원전력의 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으로 부대 전투력화를 달성하는 절차를
말하며, 양륙 공항 및 양륙항에서 인원, 장비 및 보급품을 수용하여 이동준비를 하고 대기지
역 또는 작전기지로의 이동과 전술 집결지로의 이동을 한 후 유엔사와 연합사에 작전 통제
권이 전환되어 전투준비가 완료된 부대를 통합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함.
29)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190513/1/BBSMSTR_000000010053/view.
do (검색일: 2019.11.18.)
30)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는 통합무선망.
31) 300MHz∼3GHz 대역 주파수.
32) 30MHz∼300MHz 대역 주파수.
33) 무선 이기종 단말기 간 장비 연동 기능을 수행, 기존 TRS 등과 무선 통신이 가능하며,
P-999K와 PMS와도 호환성을 제공함.

144 _ 국가안보와 전략 | 제20권 2호(통권78호)

다. 셋째, 상⋅하급 부대 간 실시간 ‘전장 가시화’가 제한되고 있다. 현재 전장
가시화를 위해 스마트폰군(軍)활용체계와 ‘위치관리체계(Position Management
System, PMS)’ 등을 운용하고 있지만, 별도 관제 컴퓨터에서 위치를 확인한 후
ATCIS-R에 다시 수동으로 좌표를 입력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과 실시간 업데이
트가 제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투 무선장비 간 ‘상호운용성’ 문제이다. 지
상군의 전투 무선장비는 1세대인 P-77K부터 2세대 P-999K 그리고 3세대인
TMMR까지 공존하고 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 상호연동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우선 P-77K와 P-999K 간에는 주파수도약변조(Frequency Hopping
Modulation) 방식으로는 통화가 불가하고, 주파수 고정 방식으로만 음성통화
를 할 수밖에 없어 적 감청에 취약하다. 그리고 P-999K는 최초 아날로그 기반
의 무전기로 음성통화를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급격한 통신환경 변화로 데이
터 통신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일부 기능을 개선하여 제한된 데이터 통신이 가
능케 하였다. 따라서 P-999K는 데이터 통신 가능 여부에 따라 S1 방식과 S2
방식으로 아래 <표 1>과 같이 구분되고 서로간에는 데이터 통신이 불가하다. 또
한, S1 방식 P-999K와 전력화 예정인 TMMR과 데이터 통신이 제한되어 S2 방
식으로의 성능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미래 전력화될 무기체계 간의 상호운
용성 확보가 제한되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TMMR은 IP 통신으로 운
용되기 때문에 IP 통신을 지원하는 무기체계는 TMMR로 상호연동 운용이 가능
[표 1] S1과 S2 통신방식 비교
구 분
에러 정정 방식

S1 방식
Majorty34)

방식

S2 방식
RS(Reed Solomon35)) 방식

최대 전송속도

9.6Kbps

19.2Kbps

실제 전송속도

4.8Kbps

9.6Kbps

운용 목적

아날로그(음성) 통신

아날로그(음성) 및 데이터 통신

* 조수연, 엄진욱, “TMMR 확보지연이 타 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 뺷국방과 기술뺸, Vol.
490 (2019), p. 71.

34) 동일 데이터를 반복 송신하여 비교를 통해 에러를 정정.
35) 데이터 자체에 에러 정정 코드를 삽입하여 송신 후 비교를 통해 에러를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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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IP 통신을 지원하지 않은 기존 무전기 기반의 무기체계와는 상호운용성
확보가 제한된다.36)
마지막으로 ‘주파수 획득 부족’ 문제를 언급한다. 우리 군(軍)의 주파수 운용
은 고주파(High Frequency, HF37)) 대역부터 위성통신을 사용하는 극초단파
(Extremely High Frequency, EHF38)) 대역까지 분포하고 있으나, 주로 VHF
와 UHF 대역의 전술통신용 주파수를 많이 점유하고 있고, 이 대역 내에서는 많
은 무전기가 혼재되어 지역과 시간을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태이다.39) 앞
에서 언급한 것처럼 TMR의 경우 지역을 분리하여 사용하기 위해 Ⅰ, Ⅱ, Ⅲ대
역으로 구분하여 개발되었으나 주파수 사용이 인가되지 않은 제2작전사령부 지
역으로 관리 전환되어 운용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 군
(軍)은 무기체계별로 고정채널 방식40)의 전용 주파수를 할당하고 있어, 해당 무
기체계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유휴 주파수가 되어 효율성이 매우 낮다. 따라
서 무선 통신을 사용하는 무기체계 전력화 증가에 따른 주파수 이용이 지속해서
증가한다면 다양한 무선장비가 동시에 운용되어 혼⋅간섭 현상은 심각해질 것
이며 무기체계 동시 운용은 많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까지 한국군 지상군을 중심으로 기반통신망을 고정통신망과 기동통신망
으로 구분하여 현실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식별하였다. 이처럼 민간에서는 4
차 산업혁명 기술 확대로 5G 상용화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군
(軍)은 P-999K 개발 이후 통신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력을 확보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군 지상군의 기반통신망은 기대에 훨씬 못 미
치고 있다. 위에서 식별된 지상군 기반통신망의 문제점을 요약해보면 고정통신
망은 노후화, 전송용량 제한, 생존성 취약, 통합관제 제한 등이 문제점으로 식
별되었고, 기동통신망은 노후화, 신속한 개통제한 및 기동성 미보장, 전송용량
36)
37)
38)
39)

조수연, 엄진욱, 앞의 글, p. 72.
3MHz∼30MHz 대역의 주파수
3GHz∼30GHz 대역의 주파수
김태규, 진윤성, 송상문, 서근철, “군 주파수 운용 발전 방향 연구 육군 무기체계를 중심으
로,” 뺷국방과 기술뺸, Vol. 483, (2019.5), p. 124.
40) 고정채널 방식 : 주파수 대역, 대역폭, 출력에 대한 주파수를 일괄 할당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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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통합관제 제한, 통신 음영지역 발생, 통신 범위 제한, 주파수 부족, 적으
로부터의 보안 취약, 상호운용성 제한 등이 문제점으로 식별되었다. 이를 도식
화하면 아래 [그림 2]와 같고 식별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군(軍)에서 요구되
는 특성을 정리해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군(軍) 통신 소요 측면에서 전략 제
대는 대용량 정보유통을 중요시한다. 식별된 문제 중 전송용량 제한과 주파수
부족 등은 통신 신호를 처리 및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수용성’과 연
결된다. 전술 제대는 전장 상황에 따라 통신장비의 신속한 설치와 철수가 요구
되고 이동 간에도 끊임없는 통신이 이루어져야 하는 ‘신속성’이 요구된다. 군
(軍) 통신은 적의 방해 활동 하에서 통신체계가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적으로
부터 통신 신호의 도청⋅감청을 통한 정보의 탈취와 재머(jammer) 등을 통해
아군의 통신을 방해하려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성’과 통신 시설에 대한
포격 등과 같은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생존성’이 요구된다. 육⋅해⋅
공군 및 해병대 전력을 이용한 합동작전이 증가하는 추세에 ‘통합성’이 확보된
단일 체계의 무전기 사용은 작전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산악지역과 더욱 넓
어진 작전 책임 지역에서 요구되는 시간과 장소에 명확하게 통신서비스를 전달
하는 ‘신뢰성’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이(異)기종 통
신체계 간, 육⋅해⋅공군 및 해병대 사용자 간, 신형과 구형 무기체계 간 상호
통신 소통이 요구되는 ‘상호운용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군(軍) 통신의 특성이다.
[표 2] 군(軍) 기반통신망의 요구되는 특성
① 수용성

⋅통신 신호를 처리 및 전송할 수 있는 능력

② 생존성

⋅적으로부터 통신능력 파괴 보호 및 통신 소통 보장

③ 통합성

⋅다양한 통신체계를 단일 체계로 통합하는 것

④ 신속성
⑤ 보안성
⑥ 신뢰성

⋅통신 소통을 위한 속도와 시간, 사용자가 요구하는 시간 내에 통
신 제공
⋅군사기밀이 적에게 누설 또는 피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반 보호
활동
⋅요구되는 시간과 장소에 명확하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⑦ 상호운용성 ⋅이기종 체계 간, 사용자 간 상호통신 소통이 되도록 운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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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반통신망 통신체계별 식별된 문제점과 요구되는 특성
기반통신망
M-BcN

식별된 문제점

요구되는 특성

전송용량 제한

① 수용성

고
정
통

생존성 취약
② 생존성

임대 회선
통합관제 제한

신
망
M/W

노후화

③ 통합성

주파수 부족
SPIDER

신속한 개통제한/

④ 신속성

기동성 미보장
기
동

TICN

통
신
망

보안 취약
통신 범위 제한

위성통신

⑤ 보안성

⑥ 신뢰성

상호운용성 제한
전투무선

통신 음영지역

⑦ 상호운용성

이러한 지상군 기반통신망의 식별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기반통신망이 운용되고 있는 한반도의 작전 운용환경, 기반통신망의 토폴러지
(Topology41)), 기반통신망의 높은 민간 의존도, 전⋅후방 지역 통신장비의 기
술격차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산악지형이 70%인 한반도 작전환경이 통신 음역
지역 발생의 원인이 된다. 산악지역에 통신소를 설치해야 할 고지 군에 접근로
나 가용 공간의 부족으로 점령이 어렵고, 가시선 확보가 제한되어 노드통신소
간 최대 가시 통신 거리를 확보할 수가 없다. 둘째, SPIDER 및 TICN 등의 기동
41) 토폴러지(Topology)는 통신에 참여하는 컴퓨터와 리피터, 라우터, 허브와 같은 네트워크
장비들이 어떤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토폴러지에는 크게
트리형, 버스형, 리형, 스타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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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토폴러지 구성에 있어 노드통신소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이다.
노드통신소가 전개가 완료되어야 작전부대에 통신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공
격작전의 경우 전방으로 기동하는 작전부대보다 선행하여 노드통신소를 사전에
전개해서 통신 지원을 준비해야 하나 적 특작 부대 공격, 산악지역으로 인한 기
동로 제한 등으로 인해 적시적으로 작전부대에 통신 지원이 어렵다. 트리형 토
폴러지를 지원하는 노트통신소가 파괴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트
리에 연결된 작전부대의 통신 네트워크는 모든 정보유통이 단절되는 상황이 발
생한다. 또한, 접속할 수 있는 무선 통신 장비 장애 발생 시 통신두절이 발생하
고 노드통신소에 재접속을 위한 추가적인 과업이 발생한다.42) 노드통신소에 대
한 큰 의존도가 신속한 개통제한과 기동성 미보장, 통신 범위 제한 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다. 셋째, 지상군 기반통신망이 민간요소에 대한 의
존도가 높아 통합관제 제한, 생존성 취약, 전송용량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전략부대 및 전방 위주로만 M-BcN이 구축되었다.
제2작전사령부 작전지역은 민간 임대 회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KT 아현지사
화재처럼 전시에 적 탄도미사일 공격에 의한 폭발, 적 특작 부대 침투에 의한
광 통신 절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원활한 통신이 제한될 수 있다. 넷째, 전방
지역과 후방지역 간에 기반통신망의 기술격차 심화가 상호운용성 제한, 노후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전방지역에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TICN, TMMR 등이
전력화되고 있으나, 후방지역에는 전방지역에서 사용되던 TMR, P-999K 등이
관리 전환되고 있고, 노후화된 P-77K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 전방부대와 후
방부대 간 상호운용성 제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42) 조오현, 박상준, 김용철, 변조신, & 이원우, “다계층 공중전술네트워크 운용 개념과 기술적
고려 사항,” 뺷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뺸, (2019), pp. 708-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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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기반통신망 발전 방향
2016년 1월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는 공식적으로 처음 ‘4차 산업혁명’이라
는 단어를 언급하며, 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군사 선진국들은 사물
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 로봇공학, 3D 프린팅,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등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요 기술들을 지속해서 연구⋅개발
하고 있으며, 이를 응용한 새로운 무기체계가 등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래전
의 양상은 과거의 전쟁 양상과는 다르게 크게 변화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전장은 지상⋅해상⋅공중으로 한정되었으나, 현대⋅미래전은 지
상⋅해상⋅공중뿐만 아니라 우주, 사이버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다차원 영
역에서 전⋅후방 및 피⋅아가 혼재된 비선형 전장이 될 것이다. 상황판단 단계
에서 무인 항공기, 정찰위성 등의 감시정찰 전력의 발전으로 정확한 정보가 획
득되며, 전방위 감시⋅탐지를 통해 전장은 가시화된다. 획득된 정보를 바탕으
로 현행 작전 평가를 위해 빅데이터 관련 기술과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매우 신
속하고 정확한 분석을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결심 단계에서는 실시간 표적
처리와 인공지능에 의한 다양한 대응방책과 실시간 결심 지원을 통해 의사결정
자는 최선의 대응방책을 결정하게 된다. 대응 단계에서는 타격결심도구를 통해
원거리 정밀타격자산, 무인 로봇 등 첨단화된 합동전력의 전투수단들이 활용될
것이다. 즉, 미래전은 실시간 ‘탐지 및 정밀타격(Sensor-to-Shooter43))’을 구
현하여 적의 중심을 마비시켜 최소의 희생과 비용으로 최단 시간 내에 결정적
승리를 추구하는 효과 중심의 동시⋅통합전 양상이 될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미래전의 실시간 감시-결심-타격까지를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을 서로 연
결하는 ‘네트워크 핵심기반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미래전에서 지상, 해
상, 공중, 우주 로봇체계는 네트워크가 없으면 효과적으로 기능을 할 수 없다.

43) 센서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타격체계에 곧바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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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위치에서도 제대별, 전장 기능별 네트워크의 통합지원을 통해 전장 상황
이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고, 실시간 지휘⋅통제가 가능한 ‘네트워크 중심 작전
환경(Net-Centric Operation Environment, NCOE44))’을 구현해야 한다. 첨
단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작전요소와 로봇체계들을 네트워크로
초(超) 연결하여 실시간 정보공유를 보장하며 전장의 복합체계들이 일사불란하
게 움직일 수 있도록 NCOE을 제공해야 한다. 합동기반 NCOE를 구축하기 위해
서 군(軍) 통신 요구사항은 앞에서 식별한 군(軍) 기반통신망의 요구되는 특성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미래전장 환경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수용성, 생존
성, 통합성, 신속성, 보안성, 신뢰성, 상호운용성 등 군(軍) 통신 요구사항은 필
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
미래전장 환경을 고려한 군(軍) 기반통신망은 ‘감시-결심-타격’ 주기 간 적
으로부터 파괴되지 않는 강건한 네트워크의 ‘생존성’ 확보는 필수적 사항이다.
상황판단 단계에서 원거리 위치한 감시전력으로부터 전장 가시화 운용이 보장
되려면 적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는 ‘보안성’이 요구된다. 획득된 정보는 언제 어
디서나 필요한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시간과 장소에 명확하게 통신서비스를 제
공하는 ‘신뢰성’이 요구되며, 감시자산으로부터 사진, 영상 등의 대용량 데이터
전송을 위한 ‘수용성’이 요구된다. 결심 단계에서는 합동 작전 간 제대 간 지휘
통제 보장을 위해 ‘상호운용성’과 ‘통합성’ 확보가 요구된다. 대응 단계에서는
작전부대의 고속기동전 수행 여건을 보장하는 ‘신속성’, 다양한 무기체계 간의
긴밀한 상호연동과 합동전력 타격자산 운용을 위한 ‘상호운용성’이 요구된다.
미래전을 대비하기 위해 군(軍) 통신 요구사항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3장
에서는 군사 선진국의 기반통신망 개발 동향을 확인한다. 우리 군(軍)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 점을 도출한 후, 식별된 문제점과 군(軍) 통신 요구사항을 기반통신
망별로 어떻게 개선⋅보완해야 할지를 장⋅단기 관점에서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44) 인간적 및 기술적 연결성과 상호운용성을 통하여 관련 부대와 요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공
유, 공동으로 조치, 정보보호 개념 등 군사력 운용방안 제시, 전쟁 수행이론보다는 전쟁
수행을 위한 기반구조, 환경 측면에서의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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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군사 선진국의 기반통신망 개발 동향
미군은 전술통신의 미래 현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소프트웨어 기반 능력’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우리 군(軍)이 전방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후방지역으로 전
환 시 주파수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전환되는 장비를 후방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후방지역 주파수에 적합하도록 하드웨어 구성품을 새로 교체 및 변
경해야 하는데 이는 많은 어려움과 고비용을 수반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기반
능력의 경우에는 하드웨어를 대폭 변경하지 않고 보다 신속하게 저비용으로 소
프트웨어 최신화 및 업그레이드를 통한 성능개량이 가능하여 전장 환경에서 융
통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45) 소프트웨어 기반 능력을 대표하는 기술에는 ‘소프
트웨어 무선 기술(Software Defined Radio, 이하 SDR)’, ‘소프트웨어 정의 네
트워크(Software Defined Networking, 이하 SDN)’가 있다.
무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기술로서 SDR이 대두되고 있다.
SDR은 하드웨어의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의 변경을 통해 융통성 있게 무선 파형
(waveform)을 변경시켜 사용자의 요구 또는 작전환경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
다.46) SDR 기술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다중 대역, 다중 모드, 다중 프로토콜
에 접속할 수 있는 융통성(Flexibility), 다양한 환경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 적
응성(Adaptability), 최근에 만들어진 새로운 표준으로의 업그레이드 가능성
(Upgrade ability), 범용 접근성(Universal accessibility), 단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비용 확장성(Cost Scalability), 하드웨어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무선 기
능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Feasibility), 하드웨어에서 튜닝
(Tuning)과 같은 민감한 제어가 불필요한 안정성(Stability), 새로운 기능을 부
가할 수 있는 확장성(Extensibility) 등 이점을 가진다.47)
한편, 미 국방성은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기술을 국방정보체계망
45) 국방기술품질원 뺷국방과학기술정보 제6호뺸. 2017.
46) Ulversoy, T., “Software defined radio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EEE
Communications Surveys & Tutorials, 12(4), (2010), pp. 531-550.
47) 김진업, “SDR 요소 기술,” 뺷한국통신학회 워크샵뺸, (2003), pp. 16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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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Information System Network, DISN)에 적용하여 발전시키고 있
다.48) SDN 구현을 통해 기존 하드웨어 중심 설비 투자에서 소프트웨어로 네트
워크를 관리하는 ‘적응성’과 ‘확장성’이 대폭 향상될 수 있다. 최근의 기술 발전
추세로 데이터 증가, 대용량 멀티미디어 전송, 통합 커뮤니케이션 기기의 급증
등 다양한 기술로 인해 트래픽 양과 패턴이 예측할 수 없게 훨씬 동적이며 복잡
하게 변해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통신망 운영방식은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의 네트워크 구조는 각 장비에 제어부와 데이터 부가 합쳐져 있어서 엔지니
어가 직접 장비에 콘솔(console)49)을 연결하거나 개별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단순하게 장비를 제어하는 형태였다. 반면에 SDN은 네트워크 장비의
‘제어부’와 ‘데이터 부’를 분리하고, 제어부를 중앙에 모아 SDN 컨트롤러에 의
해 네트워크의 지능적 제어 및 관리 가능한 기술이다.50) ‘가상화 기술’로 트래
픽 변화에 따라 자원을 유연하게 분배할 수 있고, 제어부를 분리하여 네트워크
장비를 특정 용도에 국한하지 않고 유연하게 여러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미
군이 SDN을 적용하려는 이유는 네트워크 자동화를 통해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속도를 높일 수 있고, 배치 비용 및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새로운 네트워킹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군은 SDR을 바탕으로 ‘Warfighter Information Network –Tactical (이하
WIN-T)’를 개발하였다. WIN-T는 중대급 부대 이상에서 사용되는 모바일 전
술통신 네트워크로 아날로그 방식을 탈피해 음성, 비디오 및 데이터 정보를 송⋅
수신하는 전술통신체계를 구축하였다. WIN-T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차량
으로 이동 중인 전투원에 대한 지휘 통제와 초고속/대용량 통신을 보장하면서
모듈화된 부대의 작전 속도를 지원하는 Command Control On the Move (이하
C2OTM) 능력을 제공한다.51) 또한, 비화된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전송용량을
48) Department of Defense (DoD), DoD Digital Modernization Strategy: DoD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Strategic Plan FY 19-23, (Jul.2019).
49) 오퍼레이터와 컴퓨터 사이에 대화할 수 있는 입출력장치로 오퍼레이터는 콘솔을 통해 모든
프로그램을 총괄한다.
50) 이영미, “차세대 네트워킹기술 SDN 소개와 군 적용 방안,” 뺷국방과 기술뺸, Vol. 455,
(2017), pp. 15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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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켰으며, 장비 간 공통성을 증가시켜 지상⋅해상⋅공중과 위성 전송체계
간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다계층 통합형 통신망 구축이 가능하다.52) 최초 개
발된 ‘WIN-T Increment 1’은 상비군, 예비군과 주 방위군 부대 210곳에 전력
화가 되었고, 다음 세대인 ‘WIN-T Increment 2’는 이동 간 지휘관이 전장 어
디에서든지 지휘⋅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53) 미 육군은 WIN-T의
전투 중 이동 간 통신능력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개선목표를 수립하였는데 목표
수준 도달 시기는 2019년 말까지로 결정을 하였다.54) 2018년에 미 육군은
WIN-T Increment 2를 이용하여 하와이에서 수 천마일 떨어진 루이지애나
(Louisiana)주와 태국(Thailand)에 있는 부대와 화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실시했
다고 밝혔다.55) 미군은 WIN-T와 더불어서 미군이 운용하는 전투무선체계는
SDR 기반의 Mobile ad-hoc Network (이하 MANET) 무전기가 있다. MANET
은 기존의 인프라 기반의 네트워크와는 다르게 이동성을 가진 노드 간의 멀티
홉을 통해 데이터 통신을 지원하는 ‘이동 Ad Hoc 네트워크 기술56)’이 적용되어
미래전장 환경에서 C2OTM을 보장한다. MANET 무전기는 지상과 공중을 연동
하는 2계층으로 운용되고 있고 위성을 포함할 때 3계층 체계로 구성할 수 있다.
MANET 파형(waveform)은 Wideband 용으로 16Mbps 전송속도, 8홉(hop) 이상
의 성능을 가진다. MANET 파형(waveform)의 통달 거리는 20km이고, 공중∼지
상 간 통달 거리는 40km를 지원한다. 현재 공중중계 통신(UAV, 드론 등)을 포
함하여 미 해군, 미 특전사, 미 육군 일부에서 사용 중이다.

51) 하영석, “전술통신체계의 통신망 기술 동향 분석,” 뺷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뺸,
(2011). pp. 446-447.
52) 박영수, 강우준, 이희성, 김국현, 하영석, 전수용, 뺷위성통신체계의 TICN 체계 적용 방안
연구뺸 (서울: 국방기술품질원, 2011), pp. 21.
53) 노승회, “전술통신체계 개발 동향 및 발전추세,” 뺷국방과 기술뺸, Vol. 433, (2015), pp.
88-99.
54) http://www.dtaq.re.kr/_custom/dtaq/_common/board/download.jsp?attach_no=
185430
55) https://www.army.mil/article/203033/hawaii_brigade_puts_lighter_win_t_secure_
communications_system_through_its_paces
56) 이동 Ad Hoc 네트워크는 고정된 기반통신망의 도움 없이 이동 노드 간에 자율적으로 연결
및 구성되는 망으로 네트워크에 자율성과 융통성을 부여한 네트워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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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세계 주요 위성통신 선진국들은 ‘대량의 저궤도 (초)소형위성’을 이용
하여 위성군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중 전 세계
에서 가장 많은 위성을 보유하고 글로벌 통신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 나라
는 단연 미국이다. 미국의 스페이스엑스(SpaceX)는 약 12,000여 개의 소형 통
신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발사하여 전 세계에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Starlink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고 최근에는 추가로 약 3만여 개의 소형위성
발사 프로젝트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신청했다. 두 개의 프로젝트가 실현되
면 모두 약 42,000여 개의 위성을 운영하게 된다.57) 저궤도 통신 네트워크는
정지궤도 위성과 비교하면 전송지연이 적어 근실시간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
점이 있고, 수백 개 이상의 위성들이 서로 연동하여 지구 어디서나 통신 지원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군사 선진국인 미국을 대상으로 기반통신망 기술 동향을 살펴보았
다. 우리 군(軍)이 벤치마킹할 기술들을 요약해보면 첫째, 무선 통신 분야에서
는 하드웨어 기반에서 벗어나 SDR을 기반으로 전술 통신체계인 WIN-T와 전투
무선체계인 MANET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유선통신 분야에서는
역시 SDN을 기반으로 광대역통신망을 발전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주통신
분야에서는 정지궤도의 대용량 중심의 위성통신에서 벗어나 저궤도 중심의 저
용량의 수백 개 이상의 (초)소형위성을 이용한 전(全) 지구 차원의 통신 지원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 고정통신망 발전 방향
최근의 기술 발전추세로 데이터 증가, 대용량 멀티미디어 전송, 통합 커뮤니
케이션 기기의 급증 등 다양한 기술로 인해 트래픽 양과 패턴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동적이며 복잡하게 변해 현재의 고정통신망 운영방식은 획기적인

57) 윤웅직, 임재혁, “주변국의 우주개발 동향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뺷한국국방연구원
국방논단뺸, 제1785호(20-2), p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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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이 필요하다. 앞에서 고정통신망의 주요 문제점은 전송용량 제한, 생존성
취약, 통합관제 제한, 노후화, 기동성 미보장으로 식별되었다. 이를 개선 및 보
완하기 위해 M-BcN과 M/W 기반통신망을 대상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차기 M-BcN’은 현(現) M-BcN이 2020년 12월에 운영이 만료됨에 따라 전⋅
평시 안정적인 통신지원과 미래 신규 서비스 요구를 충족하는 초고속⋅초연결
의 구축이 요구된다. 국방부는 차기 M-BcN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구축을 하고 2024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운영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차기
M-BcN을 추진하면서 몇 가지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들을 분석하였다. 첫째,
차기 사업 구축 이전까지 현(現) M-BcN 관리운영 기간을 연장 추진해야 한다.
M-BcN 운영 기간은 2020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실시협약서 변경 협약을 통
해 기존 운영 유지사(社)와 계약을 연장하여 추가로 약 3년간 연장운영을 추진
해야 한다. 둘째, ‘통신망 통합관리’ 및 ‘생존성 향상’이 필요하다. M-BcN 및
임대 회선은 2018년 11월 24일 KT 지사 화재로 인해 선로 관리에 취약점이 드
러났다. 화재나 지진 등 대형사고 발생 시 복구가 어렵고, 테러와 같은 불순 세
력의 잠입에 취약하다. 따라서 현재 운용 중인 임대 회선의 50% 이상을 군(軍)
자가망으로 전환하고 군(軍) 자체 운용 및 제어를 할 수 있는 통합망 관제체계가
구축된다면 통신망 장애 발생 시 조기 복구 및 군(軍) 운용 능력이 향상될 것이
다. 또한, 통신망의 생존성 보장을 위해 경로를 이중화 및 이원화하여 통신망
두절을 최소화해야 한다. KT 아현지사 화재사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통신망은 한곳이 단절될 것을 대비하여 이중화를 하여야 하고 주 통신수단이 단
절될 것을 대비하여 예비 통신수단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군(軍)은 현
재 국방망, 화상회의, KJCCS, 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Army Tactical Command
Information System, ATCIS58)) 등 다수의 개별 망을 유지하고 있는데 다수의
개별 망을 정보망, 비밀망, 평문망 등으로 비밀 등급별 유사 통신망으로 통합하
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을 조성해야 하겠다.
58) 군단급 이하 제대의 효율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00년부터’05년까지 개발하고’08년에 전력
화를 완료하여 운용하고 있는 지휘통제체계이다.

156 _ 국가안보와 전략 | 제20권 2호(통권78호)

[표 3] M-BcN 용량 분석
구 분

노드-군사 군사-군단 군단-사단 사단-연대 연대-대대 대대 이하

BTL(2011년)

10G

2.5G

622M

155M

155M

51∼155M

2017년

22.5G

10G

2.5G

622M

155M

51∼155M

미래(개선)

40G

20G

10G

8G

5G

1∼2G

* 안병오, 최인수, 이한준, 김효연, 뺷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M-BcN) 구축을 위한 기반연구뺸 (서울 : 한국국
방연구원, 2017), p. 107.

셋째, 미래전장 환경을 고려한 신규 정보체계 수용 및 대용량 전송 능력을 갖
추어야 한다. 음성 대비 데이터 통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주⋅보조 노드
및 전방 구간에는 대역폭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11년 대비 통신망 전송
량(Traffic)은 4배 증가하였다. 미래 전력화되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들은
데이터 유통이 필수적일 것이다. 또한,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해안복합감시
체계 등 하급부대에 상대적으로 데이터 통신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미
래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차기 M-BcN이 위 <표 3>과 같이 용량이
증가 된다면 초고속⋅대용량의 정보유통이 가능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
관점에서 광통신 분야 M-BcN은 미군이 적용하고 있는 SDN 기반의 통신망 운
영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네트워크 트래픽의 제어기능과 전송기능을 분
리하는 SDN 기반 차기 M-BcN 구축시 저비용, 트래픽 전송시의 고효율, 네트
워크 장애 시 자동복구기능으로 높은 생존성을 달성할 수 있다. 네트워크를 통
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SDN 도입은 필수적이고 군(軍) 환경 고려 시
Transport-SDN(이하 T-SDN) 도입이 요구된다.59) T-SDN을 도입하여 교환
망 및 전송망의 자동화를 통해 능동적인 망 관리가 가능토록 IP 기반의 M-BcN
으로 발전시켜야 하겠다.
‘M/W’는 M-BcN 두절 시 1차 백업 망의 역할을 충족하기 위해 M-BcN과의
IP 기반 연결과 대용량 전송을 위한 ‘수용성’, ‘생존성’, ‘신속성’ 측면에서 발전

59) 이규민, 최은호, 조봉익, 노병희, 류동국, 박규동, “전달망 기술발전 추세에 따른 SDN 기반
지휘 통제체계 및 통신체계 발전 방향”, 뺷한국통신학회논문지뺸, 45(4)(2020), pp. 73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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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첫째, 전략 제대 주요 지휘통제체계 지원을 위한 전략 통신망으로
써 안테나 기술발전으로 IP 기반 대용량(1Gbps급 이상) 전송체계를 구축하여
M-BcN 두절 시 상호보완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대전자전
능력 구비를 통해 생존성을 보장해야 한다. 적 전자전 공격 시 운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 자동차단 및 변경, 송신출력 자동조절, EMP 방호기능 등의 대전자전 능
력을 갖춰야 한다. 셋째, 기동부대 지원을 위한 이동형 M/W를 확보하여 MDL
이북지역에 전개한 주요작전 및 지원부대의 C4I 체계에 주 전송로를 제공할 수
있는 ‘신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M/W는 1986년에 전력화되
었기 때문에 노후화되어 교체가 불가피하다.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에 따른 병
력 감축과 피지원 부대의 작전 임무 및 작전 회선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통신소
철수 및 유⋅무인화 운용을 고려해야 하고, 통신소 위치를 재선정하여 재설치하
는 등 전체적인 측면에서 최적화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기동통신망 발전 방향
우리 군(軍)은 미군의 WIN-T를 기반으로 하여 성능을 설정한 SDR 기반
TMMR을 개발하였으나, 소요군이 요구하는 작전운용성능 중 일부 항목에서 기
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작전운용성능 수정 및 삭제 등으로 현재까지 전력화가 지
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軍)이 대부대로부터 소부대의 창끝 부대 전투원까
지 원활한 지휘 통제 보장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SDR 기반 All-IP 체계로
통합하여 통신 음영지역을 극복하고 기동성 있는 통신서비스를 지원하여 소부
대까지 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즉, SDR 기반
All-IP 체계로의 통합은 상호운용성이 보장되고 실시간 상⋅하급 부대 간 전장
상황 공유가 가능하여 신속한 지휘 결심을 지원하며, 부대 기동 간에도 간단없
는 지휘 통제 및 통신을 보장할 수 있다. 기동통신망의 주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발전 방향은 다계층 통합형 통신망 구축, 재난안전통신망 기반의 군(軍)모
바일체계 구축, 차기 군(軍)위성통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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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계층 통합형 통신망 구축’은 지상, 공중, 위성 등 3개 계층을 연동⋅통합하
는 다계층 중계를 구축하여 다수의 전투무선망을 단일망으로 통합 발전시키는
것이다. 현재의 TICN은 지역지원 중심의 지상 중계 통신망 위주로 노드통신소
가 전개되어 지휘소와 기동부대 간, 기동부대 각 제대 간 난청 지역이 발생하고,
원거리 중계를 위해서 다중 중계 소요가 발생하는 등 통신 지원 제한상황이 발
생한다. 미래전에는 이동하면서 작전을 수행하는 기동부대나 드론봇 등 자율무
기체계의 이동 간 고속의 데이터 통신을 위한 이동통신기능인 OTM(On The
Move) 통신 지원은 필수 요구사항이다. 제한사항 극복과 OTM 통신 지원을 위
해서는 지상을 포함하여 위성 및 공중중계 등 다계층 중계로 확대⋅구축하여 통
신 음영지역을 극복하고 신뢰성 있는 통신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공중중계는
드론 및 UAV, 위성을 이용한 공중중계 연구60)61)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군(軍)이 통신 중계용으로 운용하는 공중중계 체계는 아직 전력화되지 않
고 있다. 다계층 중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신속하게 지휘통신망을 구성하고 기동
간에도 간단없는 지휘통신을 보장하여 작전부대 간 전장 상황을 공유하고 기동
부대의 작전 속도(Tempo)와 시간 장악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 군(軍)은 제대별 통신장비별 운용으로 인해 주파수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전투무선망을 IP 기반 단일망으로
통합해야 한다. 전투요소들은 접속 게이트웨이(Gateway) 소프트웨어를 탑재,
인공지능(AI)⋅빅데이터(Big Data) 기반 아래 모든 전투 및 전장체계가 자동으
로 최적 무선망을 구성(Plug and Play62))하여 안전하게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
고 작전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동시에 주파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
는 것이며 광대역 전송을 보장하여 효율적으로 무선망을 운용할 수 있다.
재난안전통신망 기반 ‘군(軍) 모바일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앞에서 언급한
60) 조오현, 박상준, 김용철, 변종신, 이원우, “다계층 공중전술네트워크 운용 개념과 기술적
고려사항”, 뺷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뺸, (2019.6.) pp. 708-709.
61) 박상준, 김용철, 변종신, 안효춘, 조오현, 이원우, “다계층 전술통신망 운용을 위한 공중전
술통신장비의 다중빔 안테나 개발 고려사항”, 뺷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뺸, (2019.6.)
pp. 825-826.
62) 꽂으면 실행된다는 뜻으로, 접속 시 별다른 설정 없이 작동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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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지상군 전투 무선장비의 보급률 저조와 노후화를 문제점으로 식별하였
다. 전방군단에는 TMMR 무전기가 전력화되지만, 후방지역에는 예산 문제 등
으로 전력화 계획이 없다. 따라서 후방지역 전투무선망의 식별된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전술통신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한다. 후방지역에 군사작전용
으로 운용이 가능한 대안은 재난안전통신망과 TMMR을 들 수 있다. 2019년부
터 2020년까지 행정안전부는 피에스-엘티이(Public Safety - Long Term
Evolution, PS-LTE63)) 기술이 적용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 중이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재난 관련 요소의 통합지휘를 위한 무선통신망으로 군(軍)⋅경찰⋅
소방⋅지자체⋅해경⋅전기⋅가스⋅의료기관 등 8개 기관이 이용할 예정이다.
이에 군(軍)은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합 방위작전 및 국지도발대비작전 등 평시
전투무선망으로 대체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재난안전통신망을 전
투무선망으로써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최우선으로 ‘보안성’을 보강해야 한다. 보안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단말기
보안 강화와 군(軍) 단독망 운용방안이 있다. 우선 단말기 내 데이터 전송 시
암호화할 수 있도록 보안 USIM이나 보안 SD카드가 적용되어 비밀 자료 전송을
보장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군(軍) 단독망(폐쇄망)으로 구축이 되어 상용망과
분리 운용이 되는 방안이다. 군(軍) 주둔지 지역은 군(軍) 단독망을 활용하고 민
간지역에서는 기존에 설치된 재난안전망 기지국을 사용하여 보안성과 작전 범
위 확장성 그리고 비용 측면을 동시에 충족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보안성이
보강된 재난안전통신망은 후방지역 및 수도권 통합방위작전 시 보조수단으로
잘 활용이 될 것이다. 둘째, ‘생존성’을 확보해야 한다. 평시 및 국지도발대비작
전 등에는 상용기지국을 통한 운용이 가능하나, 전시(戰時)에는 북한군 특수전
부대가 지상에 노출된 고정기지국을 파괴하거나 상전을 이용하는 기지국의 전
기 미공급 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이 불가할 수도 있다. 고정기지국 파괴 및 장
애에 대비하여 다수의 차량형 이동기지국을 구축하는 방안도 생존성 극대화 방
63) 영상이 가능한 재난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기술(국제표준)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에서도 구축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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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ATCIS와 연동되어 실시간 ‘전장가시화’를 보장해
야 한다. 재난안전통신망의 단말기는 GPS가 내장되어 있어 위치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위치정보를 저장하고 관제하는 별도의 군(軍) 전용 서버 및 통신망 운
용이 요구된다. 위치정보의 보안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ATCIS와 연동이 구현된
다면 현재의 PMS, TRS 및 상용 무전기를 대체하고 상황 발생 시 가시화된 현장
지휘 통제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난안전통신망 기반 군(軍) 모바
일 구축은 전시에 주된 전투무선망으로 운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재
난안전통신망은 단말기와 기지국, 교환기 등 중계 인프라가 있어야만 통화가 가
능하지만, 무전기는 통신 인프라 없이 무전기와 무전기 간 직접 통화 및 자동
중계가 가능하다. 따라서 전방지역에만 전력화되는 TMMR도 장기적인 측면에
서는 후방지역에 전력화가 되어 IP 기반의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차기 ‘군(軍)위성통신체계’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저궤도 통신 네트워크는
정지궤도 위성과 비교하면 전송지연이 적어 근(近) 실시간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수백 개 이상의 위성들이 서로 연동되어 지구 어디서나 통신 지원
이 가능하다. 우리 군(軍)은 위성통신체계를 전력화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을 위한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주변국 대비 미흡한 실
정이다.64) 앞으로 우리 군(軍)의 미래 전력은 GPS와 위성통신체계를 사용하는
무기체계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즉, 위성통신으로부터 직⋅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무기체계가 상당하지만, 현재 우리 군(軍) 독자적으로 운
용하는 통신위성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65) 따라서 통신위성이 작전 수행에 전
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지상군의 통신체계는 궁극적으
로 위성통신을 기반으로 고속⋅대용량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감시-결심-타격체
계 간 ‘신뢰성’ 및 ‘생존성’ 있는 정보유통 능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군(軍)의 기동통신망은 위성통신체계를 기반으로
64) 대한민국 국방부, 뺷2018 국방백서뺸, 국방부, 2018.
65) 윤웅직, 임재혁, 앞의 글,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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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육⋅해⋅공군 일원화된 통신장비 활용이 필수적이고 다음과 같이 발전 방
향을 제시한다. 첫째, 상용 위성전화의 ‘보안성’ 확보를 위해 한국군 전용
Gateway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 군(軍)은 전시편제 대비 부족한 단말 및
무전기를 보충하기 위해 상용 위성 단말 및 위성전화기를 전시정보화예산으로
구매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보안과 관련된 실질적인 노력은 매우 미진한 상
태이다. 이리듐(Iridium) 상용 위성 전화를 전시에 보급할 것을 대비하여, 미국
애리조나주(Arizona State)에 있는 주 서버와 전용회선을 연결하여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군 전용 Gateway 구축을 위해 미국 이리듐 본사와
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가 필수라 하겠다. 한국군 전용 Gateway 구축 및 단
말기 관리 서버 운용은 정보의 외부 유출 방지와 위성 전화 단말기 중앙 통제를
가능케 한다. 또한, 비인가 단말기를 통제하고 적으로부터 위성전화기 탈취 또
는 분실로 인한 정보유출 관리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아래 [그림 3]과 같이 상용
위성 전화의 한국군 전용 Gateway 구축방안을 제안한다.
[그림 3] 상용 위성 전화 한국군 전용 Gateway 구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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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전자전 능력을 갖춘 광대역 대용량 위성통신이 요구된다. 전술 제대
로부터 전략 제대까지 전(全) 영역의 통합작전간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공유
하고 지휘 통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시 2기 이상의 군(軍) 전용 통신위성이
운용되어야 하고 위성통신의 용량을 최소 수 Gbps급 광대역 및 대용량을 확보
해야 한다. 또한, 전자전 위협으로부터 아군의 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
전자전 중계기의 용량을 수 Mbps급 이상 증가한 능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저궤도 초소형 위성통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우리 군(軍)은 독자적인
위성체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른 시일 내에 군(軍) 독자 통신위성체를 보
유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관점에서 고가의 정지궤도 위성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통신체계를 벗어나 미군처럼 수백 개의 초저가 저궤도 인공위성을 통한 글로벌
통신망 구축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군(軍)은 미국 등의 이리
듐 위성을 이용한 휴대용 군(軍) 위성통신을 하고 있으나, 우리 군(軍) 독자적으
로 광범위한 지역의 실시간 지휘 통제 보장을 위해 저궤도 초소형 위성체를 보
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2027년까지 2,133억 원을 투입하여 한반도 ‘위성영
상’ 획득을 위한 초소형 군집 위성 개발을 발표하였으나, 통신을 목적으로 한
초소형 위성통신체계 개발 계획은 미정이다.66)

4.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고정통신망과 기동통신망으로 구분하여 장⋅단기 관점에서 발전 방
향을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각각 기반통신망별로 식별된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당장이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상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정통신망은 IP 기반으로 M-BcN 광통신과 M/W 무선
통신이 상호보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하고 TMMR 전투무선망,

66) 뺷국방일보뺸, 2020.2.12.,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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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N 전술통신망, 공중중계, 위성통신 등 기동통신망 또한 각각 ‘공통 IP 기술’
을 기반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각각 공통의 IP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정통신망
과 기동통신망은 [그림 4]와 같이 ‘All-IP 기반 단일 통합형 네트워크’ 형태로
구축되어 미래의 ‘핵심기반통신망’이 될 것이다.
[그림 4] All-IP 기반 단일 통합형 네트워크 구축
수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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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P 기반 단일 통합형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군(軍) 기반통신망에서 요
구하는 ‘수용성’, ‘생존성’, ‘통합성’, ‘신속성’, ‘보안성’, ‘신뢰성’, ‘상호운용성’
등이 확보되어 지상군 전(全) 제대는 언제 어디서나 원활한 음성⋅데이터⋅영상
통신서비스 제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주 통신망 파괴 또는 장애
시 예비통신망으로 수동으로 전환하는 개념이나 ‘All-IP 기반 단일 통합형 네크
워크’가 구축이 된다면 연동을 통하여 자동으로 가용한 기반통신망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에 필요한 소요시간을 최소화하여 절단 없는 ‘생존성’과 ‘신뢰성’
이 확보된 통신망 운용을 보장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이 시대의 최대 화두로 등장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국방
에 접목하여 군사력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국방
부는 국방 정보화 혁신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첨단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을 국방에 적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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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67)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분명하고 확실한 점은
디지털 시스템을 크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도모한다는 점이다. 4차 산업
혁명은 갑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은
3차 산업혁명 시대에 구축된 디지털 역량 및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즉, 우리 군(軍)의 기반통신망에 SDR, SDN,
All-IP 등의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적용되려면 3차 산업혁명 기술이 우선 기
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상군의 전투 무선장비는 1세대인 P-77K부터 2세대 P-999K 그리고 3세대
인 TMMR까지 전⋅후방지역에 공존하고 있다. 전⋅후방 지역별 기반통신망의
불균형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4차 산업혁명이 적용된 진정한 군사력 혁신의 전
환적 잠재력은 크게 훼손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군(軍)은 본 논문에서 논의한
각각의 기반통신망 문제점을 우선 개선 및 보완하여 3차 산업혁명기술부터 완
비해야 한다. 완성된 3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의 첨단 ICT
를 국방에 적용하여 ‘핵심기반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 핵심기반통신망을 통해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 전장의 디지털화를 구현하고 5G, All-IP를 활용한 초연
결, 전장 상황 공유 등을 통해 미래전장 환경을 대비하는 NCOE 환경을 구축해
야 한다. NCOE 환경은 ‘All-IP 기반 단일 통합형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실현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군 지상군의 기반통신망 문제를 식별하여 단기관점에서 파이
트투나잇(Fight Tonight)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개선 및 보완방안 제시하고 이
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All-IP 기반 단일 통합형 네트워크’ 발전 방향을 제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는 지상군의 정보통신 발전계획 수립 간 적
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67) 대한민국 국방부, 앞의 책,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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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Direction and Analysis on the Basic
Communications Network in the Republic of
Korea Forces: Focusing on Ground Forces
Park, Tae Woong (Joint Chiefs of Staff Republic of Korea)
Han, Hyun Jin (Joint Chiefs of Staff Republic of Korea)

Secure and seamless communications between the forces deployed in
battlefield are utmost important for success of the military operation.
Numerous back-up communication systems are prepared in military in order
to enhance the communication requirement of the military. The basic military
communication network is classified into two main categories in Korea; fixed
communication network and mobile network system. The fixed network
system includes M-BcN, Leased commercial communication network and
Micro-Wave network, SPIDER, TICN,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
combat radio system are the elements of the mobile communication network
system.
In this research, the propriety of current communication system of ROK
Army is studied. It is discovered that some elements of the system are
needed to improve in order to enhance essential military command & control
capability. Current military communication system is suitable for voice
communication, but is not fulfill the demand for data communication in
military. Moreover it is also required to prepare future communications
system which will be used in the next generation scientific war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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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emonstrates directions for developing future military
communication system in order to maximize its operational capability. Since
it is essential to provide DATA communication along with voice
communication in military acquiring and fielding multi-purpose tactical radio
system for all the operation units is the very first project need to be
accomplished. For the military communication network system, it is required
to construct All-IP based unified network system by integrating the fixed
network system and the mobile network system.
Key Words: Basic Military Communication System, Fixed Communication
Network System, Mobile Communication Network System, All-IP
투고일: 2020.04.29.

심사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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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양정윤
장노순
황기식⋅김현정

4. 2003년 이라크전 유지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 참여 동기에 대한 연구

양희용

5. 공세적 대북 안보전략의 실행 조건
: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문순보

| 가을호 |
1. 신정부의 대미정책 및 한미관계

김현욱

2.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
: 한국 외교의 ‘대전략’과 한일관계

남기정

3. 문재인 정부의 대러시아 중점협력과제와 극대화 전략

이영형

4. 북핵 고도화와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
: 공세적 핵전략으로의 진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홍석훈⋅나용우

5. 트럼프정부의 대북정책과 전개방향 전망

이영균⋅이범찬

6. 얽힘 이론과 동맹의 안보 딜레마
: 한미동맹 사례
7. 플랫폼모델을 통한 공공외교 전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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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남석상

| 겨울호 |
1. 미국 의회의 북한 관련 입법 활동 분석
: 법안 발의의원과 발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구본상⋅최준영⋅김준석

2.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의 지경학(地經學)
: 중아합작(中俄合作) 대 연아타중(連俄打中)

이왕휘

3. 경제제재의 비의도적 효과에 대한 고찰과 대북제재에의 함의

박지연

4. 포스트냉전 시대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의 이상과 현실
: 동아시아시대 한국의 지정학적 운명 극복을 위한 길
5.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안보화 문제

2018

고성빈
문인철

국가안보와 전략

| 봄호 |
1. 중국 특색의 ‘사이버 안보’ 담론과 전략, 제도 분석

차정미

2. 미국의 안보정책과 한국군의 국방력 발전방향
: 군사적 역할을 중심으로
3.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동기와 지속 요인
: Scott D. Sagan의 핵개발 동기 모델의 확장

김순태
부승찬⋅박경진

4. 트럼프 행정부 FTA 정책의 탈국제정치화와 국내정치화

박진수

5. 아베 정부의 글로벌 외교
: 국제공헌 확대 외교의 모순성

이기태

| 여름호 |
1. 해외 방첩법제 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연구
2. 북한의 대중 석탄수출에 대한 유엔 안보리 분야별 제재의 한계

허태회
김현경⋅김성진

3. 무력분쟁 재발 이론으로 보는 서해교전의 발발원인
: 북한의 도발방식 변화

송태은

4. 베트남에 대한 중국의 경제지원과 경제제재, 1960∼1978

최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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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호 |
1. 이스라엘의 핵전략과 군사력 건설이 북한에 주는 함의

김태현

2.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 제도화된 협동을 위한 조건과 노력
3. 강성 권력과 연성 권력 측면에서 바라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주도권 경쟁

박창건
세이훈 마흐무들루⋅신상윤

4. 영미법계 국가의 대테러정책과 형사특례절차 연구

윤해성⋅임유석

| 겨울호 |
1. ‘인도-태평양’ 구상
: 배경과 현황, 그리고 함의

김재엽

2. 미국-적대국간 관계정상화를 통해 본 북⋅미 관계정상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중국, 베트남, 리비아, 쿠바 사례와의 비교

박경진⋅김용호

3. 한국 언론의 중국 뉴스 보도 경향에 관한 연구

양갑용⋅장영태

4. 미중 패권 경쟁과 북미 관계
: 부시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5. 북한의 헌법 개정과 권력구조 변화

2019

이원영
최선⋅김재우

국가안보와 전략

| 봄호 |
1. 비핵평화 프로세스와 대북 관여정책의 지속성
: 이론과 정책

박인휘

2. 21세기 일본의 대중국 견제정책의 원인

김태중

3. 미국의 군사부문 혁신(1977-1991)에 대한 RMA적 사후해석의 극복
: 카터 행정부의 ‘상쇄전략’에 대한 기술 기회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박상연

4. 일본의 사이버안보 수행체계와 전략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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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호 |
1.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 전략 그리고 한국적 함의

장노순

2.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의 사이버안보 논의와 국가차원의 대응전략

홍석훈

3. ‘중국 특색 국제정치이론’ 논의의 출현과 향후 전망

함명식

4. 트럼프 정부의 2017 대북 선제공격 위협의 실효성 평가
: 미국의 과거 선제공격 사례 시사점을 중심으로

박창권

| 가을호 |
1. 신흥안보 거버넌스
: 이론적 고찰과 대안적 분석틀의 모색

윤정현

2. 사이버 경제첩보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의 한계와 미국의 대응의 시사점
3. EU의 대북정책 실행과 한계에 관한 연구
4. 북한 지도자의 호칭과 우상화에 관한 연구

박주희
이종서⋅문인철
이흥석

| 겨울호 |
1. 북미 핵 장기갈등
: 1993.3-2018.6

장경룡

2. 북⋅중 국경관리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오수대

3. 김정은 시대 고등교육 정책 연구
: 박사학위 제도를 중심으로

엄현숙

4. 해외 정보분석기법의 활용 및 효용성에 관한 연구

허태회

5. 군사혁신의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
: 미군의 공지전투와 다영역작전 사례를 중심으로

지효근

2020

국가안보와 전략

| 봄호 |
1.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상황인지’ 현황과 ‘쿼드(Quad)’ 국가의 기여
: 쟁점 및 전망

이정훈⋅박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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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차 산업혁명시대 중국의 군사혁신
: 군사지능화와 군민융합(CMI) 강화를 중심으로

차정미

3.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주권의 규범적 성격과 사이버안보

박주희

4. 북한주민의 재난 및 재난관리 인식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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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왕⋅홍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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