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비교
자율성 안보 교환 모델 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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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알트펠드와 모로우가 주장한 ‘자
율성-안보 교환 모델’에 의거하여 대미동맹에
서 한국과 일본이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양보
하고 있느냐를 비교하고, 이를 통하여 유사시
미국이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인가를
판단해보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를 목적으
로 하여 위 이론을 분석의 틀로 삼아 방위비
분담, 탄도미사일 방어, 대중국 정책 방향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대미 자율성 양보 정도
를 평가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한일 양국은 대미 자율
성 양보 측면에서 상당히 대조적인 태도를 보
였다. 일본은 적극적으로 자율성을 양보하는
반면에 한국은 그렇지 않았고, 미국도 그러한
차이를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동맹의

강화와 약화는 다른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영
향을 받겠지만,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에 의
하면 한국의 소극적인 자율성 양보가 지속될
경우 유사시 미국이 안보지원에서 소극성을
띌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핵위협으로 인하여 미국의 확고한
안보지원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라면, 한국
은 자율성 양보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
다. 한미동맹의 존속과 강약은 한국보다는 미
국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크다는 점을 인정
하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
욱 돈독하게 강화하고, 중국과의 ‘전략적 협
력 동반자 관계’가 갖는 한계를 냉철하게 인
식하며, 역안분리 차원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증진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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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은 6.25전쟁 이후 자주국방의 노력과 한미동맹이라는 두 가지 축을 통하여
국가안보를 증진해오고 있다. 최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추진에서 보듯이 한국은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동맹(앞으로 대미동맹)에서 한국의 독자성이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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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을 확대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제동이 걸
렸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한국으로서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즉 미국의 대규모 응징보복력과 그 약속에 의하여 북한의 핵무기 사
용을 억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능력이 강화될수록 대미동맹의 중요
성도 커지고, 동시에 자율성의 확대는 계속 어려워질 것이다.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한 후 핵무기의 개발은 물론이고
이것을 탄도미사일에 탑재하여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경량화’하였다고
발표하였고,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실시한 후에는 “소형화된 수소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핵전문가 올브라이트(David
Albright) 박사는 북한이 현재 10-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최대 100개까지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2015,
19-30). 이에 대하여 한국군은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공중 및 미사일방
어’(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역량 구축으로 대응하겠다는 방향이
지만, 그러한 능력을 금방 구비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국은 ‘탐지(Detect)·방어
(Defend)·교란(Disrupt)·파괴(Destroy)’라는 ‘4D’ 개념 하에서 미군과 연합대응
태세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국가안보의 상당한 부분이 한미동맹의 강도
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한국은 한미동맹을 다시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한미동맹은 어느 정도로 견고한가?
당연히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평가될 수 있지만 한미동맹의 견고성 평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단순한 틀은 알트펠드(Michael F. Altfeld, 1984)와 모로우
(James D. Morrow, 1991)가 주장한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이다. 이 모델은 한미동맹과 같은 약소국과 강대국 간 비대칭 동
맹(asymmetric alliance)의 견고성 여부는 약소국의 자율성 양보 정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것은 약소국 입장에서 강대국과의 동맹을 견고
하게 만들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해준다는 장점
이 있다. 실제로 한미동맹을 둘러싸고 진행되어온 국내 논의의 대부분은 이 자율
성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최근 한국의 안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쟁점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어가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한국이 어느 정도
까지 자율성을 행사하거나 양보하느냐는 것이었다. 한반도 통일론의 재구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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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훈·조대엽 편, 2012),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보와 평화: 불가능주의에서 가
능주의로(임혁백, 2014), 1972 한반도와 주변 4강 2014 (하영선 편, 2015) 등
의 책자에서 현 상황에서 한국이 한미동맹에 여전히 의존할 것인지, 자율성을 강화
할 것인지, 아니면 양 측면의 균형을 도모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김상기 2015). 이러한 쟁점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은 다양한 바, 정항
석은 한국이 미국의 세계 전략적 도구가 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균형외교와 다자안
보협력 활성화를 제안하고 있고(2013), 손한별 역시 균형외교를 통하여 미ㆍ중
갈등에 연루되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박원곤은 미일 동맹 체제나 미․캐
나다 동맹 체제와 같이 느슨한 형태로 발전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2014), 박병철은
미국의 대중전략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2013). 반면에
서정경은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에서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한국 전략의 한계
를 지적하고 있고(2008), 정천구 역시 자주노선이나 한중관계 개선의 어느 것도
한미동맹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2012). 결국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미동맹에 있어서 자율성의 정도가 가장
큰 쟁점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이 현재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양보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가를 평가 및 제안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자율성을 구성하는 다양
한 요소를 식별한 다음 그 요소별로 평가하여 종합하는 등의 복잡한 작업이 선행
되어야할 것이고, 장기간에 걸친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유사하게 대미동맹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여 자율성 양보의 정도
를 상대적으로 평가해보는 것은 단기간에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동시에 그
유용성도 적지 않을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내용의 조약으
로 미국과 동맹을 체결하였고, 미군 주둔, 방위비분담, 연례적인 안보협의, 연합
군사훈련 실시 등의 측면에서 유사점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자율성을 구성하는
각 요소별 현황과 변화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한미
동맹에서 한국이 자율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지 아니면 더욱 양보해야 할지에 대한
일반적 방향은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알트펠드와 모로우가 주장한 ‘자율성-안보교환 모델’
중에서 자율성 양보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정리한 다음,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의 동맹관계에서 공통적으로 직면해온 몇 가지 현안문제들을 중심으로 양국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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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 양보 정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그 결과로서 일본에 대비한 한국의 상대적
자율성 양보 정도를 평가하고, 자율성 양보 측면에서 한국이 변화 및 보완할 필요
가 있는 지를 살펴서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자율성-안보 교환 이론과 한미·미일 동맹
동맹은 “서로 간의 군사적 지원에 대한 공약”(Wlat 1997, 157)으로서 그리스-로마
시대나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는 물론이고 세계역사를 통하여 국가안보의 중요한 방
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동맹은 유사한 국력을 가진 국가끼리의 대칭동맹(symmetric
alliance)과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비대칭동맹(asymmetric alliance)으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냉전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을 맹주로 하는 양 진영이 대결함에 따라서
각 진영에 속한 국가들에게 동맹은 선택이 아니라 체제에 의한 결정물이었고(전재
성 2004, 71), 따라서 비대칭동맹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Park and Chun 2015,
42). 냉전종식 후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의 동맹은 해체 또는 약화되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동맹은 잔존 및 확장되었고, 이것이 현재 기능
하는 동맹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다.1)
동맹은 유사시 지원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유지된다는 사실보다는 약속을
지킬 정도로 확고하냐가 중요한데, 그것은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평가될 수 있다.
동맹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가인 스나이더(Glen H. Snyder)는 서로의 안보 의존
도, 전략적 이해, 동맹약속의 명확성, 공통이익, 과거 행위라는 다섯 가지를 동맹의
조건으로 구분하고 있는데(1984, 471-475), 이러한 요소별로 특정 동맹을 평가하
여 그 강도를 판단해볼 수 있을 것이다. 월트(Stephen M. Walt)는 동맹은 위협인
식의 변화, 신뢰도의 감소, 국내정치 요소 때문에 종료되고, 패권적 리더십, 신뢰
도, 제도화의 영향, 유대감이 클 때 강화된다고 하였는데(Walt 1997), 이러한 요소
로도 동맹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각 요소별로 평가를 위한 구체
1) 미국 중심의 동맹에서 가장 큰 동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이다. 이것은 1949년 체결되었고, 냉전 이후에도 존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구권 국가를 포함하는 28개국으로 확대되었고, 22개국이 평화동반관계(PfP: Partnership
for Peace), 15개국이 대화상대로 참여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 한국 및 일본과의 동맹관계
가 있고, 호주와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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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척도를 만들어야하고, 전 세계 동맹을 모두 비교해야 하는 등 작업이 방대하
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본 논문의 연구목적
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범위가 커진다.
이론에 근거하면서도 동맹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직접적인 방
법은 서론에서 언급한 ‘자율성과 안보의 교환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모델을
주창한 알트펠드는 비대칭동맹에서 약소국은 ‘동맹의 추가지원을 구매’하는 대가
로 ‘일정한 자율성을 포기하고’, 그 결과로 군비투자를 절약하여 ‘국부를 증대’시킨
다고 주장하였다(Altfeld 1984, 524). 이에 근거하여 모로우는 1815년부터 1965년
간에 존재하였던 164개(대칭동맹 86개, 비대칭동맹 78개)의 군사동맹을 이 모델에
적용, 분석하여 알트펠드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였고, 이 자율성과 안보의 교환성
때문에 비대칭동맹(평균 15.69년 지속)이 대칭동맹(평균 12.21년 지속)에 비해서
3년 여 더 지속되었다고 입증하였다(Morrow 1991, 922). 냉전시대에도 약소국들
은 자율성을 양보함으로써 미국과 소련이라는 강대국에 의한 안보지원을 확보하였
다(Park and Chun 2015, 42). 즉 약소국이 자율성을 많이 양보하면 강대국의 안
보지원이 확실해져서 동맹이 강력해질 가능성이 높고, 약소국이 자율성 양보를
꺼리면 그만큼 강대국의 안보지원 의지가 약해져서 동맹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약소국이 강대국과 동맹을 맺을 경우 안보는 크게 증대되지만 동시에 자율성
의 희생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Morrow 1991, 913-914).
비대칭 동맹에서 약소국의 자율성이 동맹의 강도를 좌우하는 것은 동맹 동기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된다. 비대칭동맹에서 강대국은 이미 큰 자율성과 안보력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동맹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Morrow 1991,
913-914). 다시 말하면, 약소국은 절체절명의 필요성에 의하여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강대국은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동맹을 파기해도 큰 문제가 없다.
강대국의 입장에서는 세계 전략적 차원에서 어차피 대규모 군사력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동맹으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약소국의 군사기지
를 확보한다든가 외교정책적인 양보를 획득하는 등의 유리점이 있기 때문에 동맹
을 유지하는 것이다. 만약 약소국이 자율성을 양보하지 않아 그러한 유리점이 줄
어들면 강대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보지원을 망설이게 될 것이다(Morrow
1991, 928). 북한의 위협이 심각한 상태였음에도 한국이 베트남에 대규모 군대를
파견했던 것에서 보듯 강대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안보지원이 약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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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 약소국은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양보하게 되고, 이로써 비대칭 동맹은 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정항석 2013, 117-118). 반대로 약소국의 국력이 신장되거나 안보
위협이 약해져서 강대국에게 자율성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에는 동맹은 약
화되어갈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대칭 동맹은 약소국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있
다(박원곤 2004, 96-99).

1. 비대칭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에는 공통적인 부분이 많지만 차이점도 존재한다. 예를 들
면, 미일동맹은 중국에 대한 양국의 공동대처 성격이 크지만 한미동맹은 대북한
전쟁억제가 주안이고, 한미동맹이 한미연합사령부라는 일원화된 지휘체제를 보유
하고 있지만 미일동맹은 아니다. 한미동맹은 국력 차이가 크더라도 국가 간의 대
등성을 기반으로 하여 체결된 것임에 반해, 미일동맹은 태평양 전쟁의 승전국과
패전국 간에 체결된 것으로써 종속성이 훨씬 큰 상태로 출발하였다. 미국의 입장
에서도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용도를 다르게 인식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두 동맹은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비대칭 동맹이고, 따라서 한국과 일본
의 자율성 양보 정도에 따라서 미국의 안보지원 강도가 결정되는 ‘자율성-안보 교
환 모델’이 적용되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이 두 동맹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한미동맹의 경우 1953년 체결되어
1954년 11월 18일 정식으로 발표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바탕으로, 미국은 안보지
원을 제공하고자 28,500명의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고, 한반도 유사시 통합적
인 군사작전 수행을 위하여 한미연합사령부(CFC: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를 설치하였으며, ‘키 리졸브’(Key Resolve)와 ‘독수리’(Foal Eagle), ‘을
지 프리덤가디언’(Ulchi Freedom Guardian) 등의 연합연습(combined exercises)
을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한국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사령관을 미군에게 양보하고 있고, 방위비분담을 위해 주둔
비용의 상당부분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교정책 방향 등에서 미국의 요구를 가급적
수용하고 있다.
미일동맹의 경우에도 1951년 9월 8일 체결된 조약을 1960년 1월 19일 ‘미합중국
과 일본 간의 상호협력과 안전보장조약’으로 개정하였고, 이에 근거한 안보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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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미국이 50,200명 정도의 주일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킨 소드’(Keen
Sword) 등의 다양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일본은 한국과
유사하게 주일미군의 주둔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방위비분담을 통하여 주둔비용의
상당부분을 제공하고 있고, 외교정책에서 미국의 요구를 가급적 수용하고 있다.
미일동맹의 경우 미국이 외침을 받았을 경우 일본이 지원할 의무가 없는 편무적
(片務的) 조약이라는 다른 점이 있지만, 두 동맹 모두 자율성을 양보하는 대가로
미국의 안보지원을 받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운영상에서 차이는 없다. 미일 양국
군의 군사작전을 통합하기 위한 연합사령부는 없으나 2015년 4월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면서 양국군 간에 ‘동맹조정 메커니즘’(Alliance Coordination Mechanism)
을 설치함으로써 평시 양국군 노력의 유기적 통합은 물론이고, 유사시 한미연합사
령부와 같은 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초를 구축하였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비대칭 동맹으로서 동북아시아에
인접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유사하게 발전되어 왔다. 다만, 최근에 자율성
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인식과 접근방식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한
국의 경우 국력신장에 힘입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요구하는 등 자율성을 강화
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에 근거하여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의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Park and Chun 2015). 그러나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국력
이 크지만 한국처럼 노골적으로 자율성 확대를 요구하지 않았다. 강대국으로부터
의 안보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약소국이 전쟁과 같은 극단적 위기에 빠졌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면, 드러나지는 않았
지만 지금까지 한국이 추진해온 자율성 확대 조치가 미국의 안보지원 정도를 약화
시키고 있을 수 있다.
당연히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지원 정도는 미국 국내정치를 비롯한
다양한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될 것인데, 한국과 일본이 그러한 요소들을 조정할
수는 없다. 다만,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에 의하면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적극적
안보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자율성을 대폭적으로 양보해야 한다.
실제로 ‘위계적 관리구조’를 지녔던 소련과 달리 미국이 ‘무정부 상태적 관리구조’
라고 할 정도로 동맹국에 대한 통제를 최소화하는 경향이라면(전재성 2004,
77-78), 한일 양국의 태도에 의하여 미국의 안보지원 정도가 결정될 가능성은 더욱
높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최근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

42 국가전략 2016년 제22권 2호

Ⅲ.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에서의 사례 분석
나토(NATO)도 그러하지만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에 있어서 공통적이면서 전형
적인 ‘자율성-안보 교환’의 사례는 방위비분담(cost sharing)이다. 안보를 제공하는
것을 빌미로 미국이 자국군의 주둔비용 중 일부분을 한국과 일본에게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한국과 일본이 이를 수용해온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 현재 한국사
회에서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미군의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요격미사일을 한
반도에 배치하는 사안이다. 미국이 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 한국은 수년 동안
입장 표명을 미룸으로써 자율성 양보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하여 미국
내에서 상당한 실망감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사드를 둘러싼 논란은 탄도미사일방
어(BMD: Ballistic Missile Defense)2)에 관한 한국의 접근방법 상의 문제와 중국
에 관한 한미 간의 인식 차가 결합되어 초래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일본에서도
고민해온 사항으로서, 비교가 가능한 사안들이다.
당연히 한일 양국의 방위비분담, BMD, 대중국 정책의 차이가 한일 양국의 자율
성 양보 정도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한일 양국의 실제 위협 정도와 인식의
차이,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법의 차이, 지정학적 위치의 차이 등이 더욱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BMD의 경우 한국은 북한과 근접
하여 해상으로 이격된 일본과 그 구축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고, 대중국 정책의
경우 일본은 중국과의 비협조적 관계가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 해소와 통일을 위한 중국의 협력 획득이 워낙 중요하여 중국을 무시하기 어
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이 위에서 언급한 정책들을 결정해나갈 경
우 미국의 입장을 감안하지 않을 없다는 점에서 ‘자율성-안보 교환’의 시각에서
충분히 분석해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2) 한국에서는 ‘MD’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지만, 이것은 부시행정부 때 럼스펠드 국방장관
(2001-2006)이 NMD(National Missile Defense)에 대한 야당의 반대를 회피하고자 TMD
(Theater Missile Defense)와 통합시키면서 사용하였을 뿐, 세계적으로 통용되거나 그 이후
미국 정부나 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BM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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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위비분담
방위비분담은 강대국인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자율성의 양보를 요구한 전형적인 의
제이다. 미국은 봉급 등을 제외한 ‘비인적(非人的) 주둔비용’(NPSC: Non-personnel
Stationing Cost)의 50%를 주인국(主人國, host nation)3)에게 부담하도록 요청하
였고(Department of Defense 2003, 1-5),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동맹국들의 기
여도를 비교하는 보고서까지 발간하였다.4) “방위비분담을 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
수시킬 것인가?”라는 의문이 당연히 제기될 정도로 동맹국들의 방위비분담 정도에
따라서 미국의 안보지원 정도를 결정하겠다는 의도가 암시되어 있었고, 따라서
미국의 동맹국들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방위비분담을 수용하고자 노력하였다.

1)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에 대한 토지제공이나 세금감면을 고려하면 한국은 이전부터 상당한
방위비분담을 하고 있지만, 금전으로 지원하는 방위비분담은 1991년부터 시작되
었다. 한국은 1991년 1억 5,000만 달러에서 시작하여 2-5년마다 협상을 거쳐 그
규모를 증대시켰다. 그 결과 방위비분담금은 2014년에는 9,200억 원에 이르렀고,
2018년까지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만큼 증액시켜 매년 지원하도록 합의
한 상태이다.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은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2014 기준,
37%), 미군 군사건설비(45%), 미군 군수지원비(약 18%)로 사용된다(박휘락 2015, 17).
방위비분담금의 협상 방식에 있어서 한국은 전체 분담규모를 협의하여 결정한
이후에 구성항목별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다른 동맹국
에 비해서 방위비분담을 늦게 시작하였고, 전체 규모를 기준으로 협상하는 것이
한국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이 방식으로 인하여 방위비분담
협상 과정에서 분담금의 증대를 요구하는 미국과 최소한만 수용하려는 한국의 입
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게 되었다. 2014년부터 적용될 방위비분담금이 2014년 4월
3) Host nation을 주둔국, 접수국 등으로 번역하지만, 뜻이 명확하지 않다. 직역하면 주인국이
고, 이것은 원래의 뜻과 부합되며, 미국을 불쾌하게 만드는 용어도 아니다.
4) 미 국방부는 1995년부터 매년 Toward a New Partnership in Responsibility Sharing: Report
on Allied Contributions to the Common Defense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여 의회에
보고하였고, 이것은 2004년까지 계속되었다. 이 보고서의 열람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 <http://www.defense.gov/pubs/allied.aspx>(검색일: 201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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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타결될 정도로 한미 양국 실무자들이 합의에 이르는 것이 어려웠다. 특히 협상
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을 통하여 방위비분담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빈번하게 노출되었고, 이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이 방위비분담 즉 자율성 양보
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갖도록 만들었다(Manyin 2015, 13).

2) 일본의 경우
일본도 미군의 주둔을 위한 토지 제공이나 세금 감면과 같은 기본적인 지원만
제공하다가 1970년대 중반 물가상승으로 미군이 어려움을 겪자 1978년부터 미군
복지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 시작하였다. 분담범위가 더욱 넓어지자 1987년 특별
조치(Special Measure)를 체결하여 합법성을 보장하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 방위
성 이외의 부서에서도 미군을 지원하고, 미군기지 재편에도 상당한 예산을 할당하
고 있어 한국과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한국의 방위비분담금과 유사한
내용인, 미군주둔에 따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의한 지원 비용, 방위성 이외
에서 미군주둔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예산을 합산할 경우 2015년에는 총 4,178억엔
(미군주둔지원비 2,309억엔 + 국방성 이외 지원예산 388억엔 + 특별협정부담금
1,481억엔) 정도가 된다(Ministry of Defense 2015, 195).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미군이 지원을 요구하는 항목별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면 그 항목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일본이 부담하
는 방식인데, 이것은 서독 등 대부분의 미 동맹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은 실무선에서 특정 항목의 지원여부를 깊게 논의하
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의견 상충이 있더라도 외부로 거의 노출되지 않는다. 최근에
는 일본과 미국도 2010년 제공한 방위비분담금의 수준을 넘지 않기로 하고, 고용
인력의 한도를 22,625명으로, 공공요금의 연도별 한도를 249억 엔으로 설정하였으
며 미군의 비용절약 노력을 촉구하는 등 방위비분담금의 최소화에 합의한 상태이
다(Ministry of Defense 2014, 246). 2004년 미국이 마지막으로 발간한 동맹국
방위비분담을 비교한 보고서에서 일본이 비인적주둔비용의 75%를 담당함으로써
전 우방국 중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Department of Defense 2005, E-6).

3) 평가
주한미군에 비해서 주일미군의 규모가 크고, 동맹에 관한 미국의 의도가 다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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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의 용도도 차이가 있어서 액수만을 기준으로 한일 양국의 방위비분담
크기를 비교할 수는 없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하여 한일 양국의 방위비분담을 비
교해보면 <표 1>과 같은데, 10:1의 환율을 적용할 경우 일본이 부담하는 방위비분
담은 한국보다 4.5배가 많고, 국방성 이외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까지 감안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주둔미군의 수적 차이(한국 1: 일본 1.7)나 GDP
차이(한국 1: 일본 2.5)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일본이 한국에 비해서 2배 정도 많은
방위비분담을 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일본은 방위비분담을 시작한 연도가 훨씬
앞서고, 특히 필요한 항목별로 협상하여 총액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한국에 비해
훨씬 현실적이고 양국이 액수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을 소지가 적다.

<표 1> 한일 양국의 방위비분담 현황
항목

한국

일본

비고

9,200억원(2014년)

약 4조 1,780억원(4,178억엔을
10:1 환률 적용, 2015년)

1: 4.5

28,500

50,200명

1: 1.7

$1.849 trillion

$4.658trillion

1: 2.5

시작연도

1978

1991

결정방식

총액협상

항목협상

방위비분담 액수
주둔미군
GDP(PPP, 2015)

출처: 일본 방위비분담 액수는 Defense of Japan, GDP는 미 CIA의 Factbook.

2015년 미 의회보고서에서 2012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11억 달러, 일본은 20억
달러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듯이(Manyin 2015, 21), 일본과 한국의 방위
비분담 액수가 크게 차이나지 않을 수도 있다.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Donald Trump)가 한국이나 일본이 방위비분담을 증대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한 말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주한 미국대사인 리퍼트(Mark
Ripert) 대사는 한국이 비인적주둔비용의 55%를 부담하는 등 “매우 잘 기여하고
있다.”(Korea does very well in terms of its contribution)고 평가한 적도 있다(연
합뉴스 2016/03/28). 그러나 방위비분담을 협상할 때마다 한국에서는 상당한 반미
언사가 쏟아져서 반한논객인 도우(Bandow Doug)의 무임승차론처럼(2015)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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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여가 과소평가될 수도 있다.
정책적 사항과 달리 방위비분담은 금액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율성 양보의 정
도를 쉽게 가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와 같은 사람들이
우방국에서 방위비분담을 증대시키지 않을 경우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자율성 양보의 경우 그에 관한 태도가 더욱 중요한데,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과 방위비분담을 협상 때마다 협상시한을 계속 연장해야하는 등5)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방위비분담을 수용하면서도 미국의 안보지원 정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경계해야할 사항이다.

2. 탄도미사일 방어
탄도미사일방어(BMD)는 북한의 핵미사일(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interception)하는 조치로서, 억제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이다. 재래식
폭탄을 장착한 미사일의 경우, 덜 치명적이라서 계산된 위험(calculated risk) 차원
에서 BMD 구축의 속도나 방향을 조정할 수도 있지만, 대량의 살상효과를 갖고
있는 핵미사일에 대한 BMD는 한 치라도 소홀히 해서는 곤란한 긴급한 사안이다.
북한은 2006년, 2009년, 2013년, 2016년에 걸쳐 네 번의 실험을 실시한 후 핵무기
개발과 ‘소형화·경량화’는 물론이고, 수소폭탄의 개발에도 성공하였다고 주장하
고 있어 이제 한국과 일본의 BMD는 한일 양국의 보호는 물론, 주한미군과 주일미
군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 되었고, 이는 곧 동맹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래서 미국은 오래전부터 한국이나 일본에게 BMD 구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
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이후에는 이 요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28,500명의 미군
이 주둔하는 한국과 50,200명의 미군이 주둔하는 일본은 당연히 미국의 BMD 구
축 노력에 동참해야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다소 복잡한 태도를 보여 왔다.

1) 한국의 경우
1991년 걸프전쟁에서 이라크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의하여 다수의 미군이 사망
한 것을 목격한 한국은 당연히 BMD의 구축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나 1990년대 말
5) 2014-2018년 간에 적용될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경우 국회예산안 제출기일을 넘도록 지속된
것은 물론이고, 2014년 2월 2일 타결된 내용에 대한 국회비준도 2개월 이상 지체되다가 정
부의 간청에 의하여 2014년 4월 16일에 겨우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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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북한과의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로 전환하게 되었다.
일부 진보 성향 인사들은 한국이 BMD를 구축하면 미국 ‘MD’의 일부가 된다고
주장하여(정욱식 2003), 결국 한국은 ‘KAMD’라는 용어로 독자적인 BMD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는데, 그 방향은 하층방어(lower-tier defense)만을 추진한다는 것
이다. 그리하여 2008년 독일로부터 PAC-2 2개 대대를 구매하였고, 2012년 이스라
엘로부터 탐지거리 500km인 그린파인(Green Pine) 레이더 2식(式, 시스템의 단
위)을 도입하였으며, 독자적인 ‘탄도탄 작전통제소’(AMD-cell)를 구축하였다. 미군
과 협력 없는 독자적 BMD 구축이 핵심적인 정책방향이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심각해짐에 따라 BMD 구축의 필요성은 강화되었으나
PAC-2 요격미사일은 상대의 핵미사일을 직격파괴(hit-to-kill: 공격해오는 미사일
의 몸체를 직접 가격하여 파괴시키는 능력)시킬 수 없는 수준이고, 상층방어
(upper-tier defense)없는 하층방어만으로 요격의 신뢰성을 높일 수가 없다는 한
계가 발견되었다. 그래도 한국은 독자적인 BMD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 일단 PAC-2를 직격파괴 가능한 PAC-3로 개량하면서 중거리 대공미사일
(M-SAM)을 자체개발하기로 하였고, 상층방어 개념을 수용하면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8)을 2000년대 중반까지 자체개발하기로 하였다(국방부 2014, 59).
다만, M-SAM과 L-SAM의 경우 개발의 성공 여부도 확실하지 않지만, 그 때까지
10년 정도는 신뢰할만한 요격능력이 없는 상태로 지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주한미군은 PAC-3 2개 대대로 하층방어능력을 구비하고 있지만, 상층방어 능력
은 없다. 그래서 스캐퍼로티(Curtis Scaparatti) 한미연합사령관이 본국에 사드의
배치를 요청하였다는 것이 2014년 6월에 언급 되었다. 실제로 북한은 2014년 3월
1,300km의 사거리를 갖는 노동미사일의 발사 각도를 높임으로써 사거리를 650km
로 단축하여 공격하는 양상을 시험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노동미사일은
200km 정도의 고도에서 마하7 정도의 고속으로 급강하하기 때문에 PAC-3 요격미
사일의 요격을 위한 시간과 정밀성을 확보할 수가 없고(홍규덕 2015, 123), 사드만
이 요격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군의 사드 배치 계획은 예상치 않았던 한국과 중국의
반대에 부딪쳤다. 한국 내에서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의 핵억제태세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배치를 허용하지 말 것을 주장하는
과장된 여론이 확산되었고(박휘락 2016: 박근재 2016), 이에 중국도 가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가능한 언급을 회피하는 가운데 한국의 태도변화를 기다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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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 정부는 상당한 기간 동안 사드 배치에 관한 “(미국의) 요청, 협의, 결정이
없었다.”는 소위 ‘3 No’라는 입장을 견지하였고(연합뉴스 2014/03/11), 방한한 미
국의 관리들도 추가적인 요청을 자제하였다. 그러다가 2016년 1월 6일의 제4차
핵실험에 이어서 북한이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하자 한국은 사드
배치 문제를 미군과 협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3월 4일부터 실무단이 발족하
여 협의하고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 높아져서 중앙일보가 2014
년 2월 14일에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 의하면,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국민여론은
1년 전에 비해 12%가 증대된 67.7%였다(중앙일보, 2016/02/15, A2).

2) 일본의 경우
일본의 BMD는 처음부터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추진되어 도중에 이견이
노출될 필요가 없었다. 걸프전쟁의 교훈에 근거하여 1993년 미일 양국은 ‘전구미
사일방어 실무단’(TMG-WG: Theater Missile Defense-Working Group)을 구성하
여 BMD를 함께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1998년에는 미군과 해군전역방어(NTWD:
Navy Theater Wide Defense)를 함께 연구하였다(Norifumi 2012, 1). 이러한 연
구결과를 바탕으로 일본은 2003년 12월 각의의 결정으로 4척의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춘 이지스함, 4개의 PAC-3 대대, 4식의 지상 X-밴드 레이다(FPS-5), 7식
의 레이더 체계(개량된 FPS-3)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결정하였고(Sugio 2012,
10-11), 2005년 10월 미국과 통합운용조정소(JOCC)를 구축하는 데도 합의하였다
(Rinehart et al. 2013, 11).
현재 일본은 2003년 결정된 계획을 상회하여 PAC-3 17개 포대를 동경을 비롯한
주요지역에 배치한 상태에서 이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고, SM-3 해상요격미사일
을 장착한 구축함도 4척을 배치한 상태에서 2018년까지 총 8척으로 증대시켜 나가
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공동으로 SM-3 요격미사일의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자체 개발한 FPS-3 레이더와 이를 개량한 FPS-5 레이더, 그리고 미군의 X-밴드
레이더 2식(式: 시스템의 단위)을 배치해두고 있다(Ministry of Defense 2014,
193). 이로 인하여 현재 일본은 주요도시들에 대하여 2번의 요격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사드나 지상용 SM-3 미사일을 획득하여 3번의 요격기회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미군과 BMD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장비의 정비 및
전력화도 협력하며, 연합훈련도 실시하고 있다(Ministry of Japan 2015b,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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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동으로 개발한 SM-3를 미국이 제3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미국에 대해서는
무기수출 3원칙 적용까지 보류하고 있다(Ministry of Defense 2015b, 231).

3) 평가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통으로 노출되어 있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있어 BMD를 위한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경
우에는 독자성을 강조하고 있어 양국의 BMD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양국 BMD의 과정 및 능력 상 차이점을 설명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한일 양국의 현 BMD 차이
항목

한국

일본

차이 정도

대미 공동연구

학습에 국한

공동연구 실시

다소

대미 통합 대응체제

각각의 작전통제소
설치, 유사시 협력

평시부터 통합대응체제
구축 및 가동

다소

다층방어 여부

하층방어만 구축

하층방어와 상층방어
동시 구현

심대

요격미사일 확보 수준

PAC-2 8개 포대
(PAC-3로 개량 중)

PAC-3 17개 포대
SM-3 이지스함 4척(총 8
척 증대 예정)

심대

<표 2>를 보면 일본은 미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BMD 청사진을 구축한 후
이에 따라 필요한 무기를 구입하였고, BMD의 효과적 운용을 위하여 양국군 간
통합작전기구도 설치하였다. 해상에서의 상층방어와 지상의 하층방어를 동시에
구현하여 다층방어(multi-layer defense)를 구현하였고, 다양한 요격미사일을 확보
하였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모든 분야가 미흡함을 보이고 특히 미국과 전혀 협력
하고 있지 않다. 이로써 BMD의 다층방어를 무시한 채 하층방어에만 치중하고
말았고, 최근에는 상층방어를 포함시켰으나 실제 구축에는 상당기간 기다려야 하
는 상황이 되었다.
사드 배치에 관하여 최근 제기되고 있는 논란도 BMD에 관한 대미협력 회피와
하층방어 위주의 잘못된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루머와 확증편향(confi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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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s)의 산물이라고 할 정도로 오해에 근거하여(박휘락 2016), 한국에서 사드배치
를 둘러싼 쟁점들(사드가 중국의 ICBM을 요격, 그 레이더가 중국의 모든 군사
활동을 탐지, 사드 배치의 비용을 한국이 부담)이 모두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
지만(박근재 2016, 48-50), 이러한 주장은 여전히 한미동맹관계를 위협하고 있다.
일본처럼 당연히 한미가 협의하여 배치해야할 것을 한국이 미룸으로써 한국의
BMD도 늦어졌고, 미국은 한국의 외교정책 방향을 ‘친중(親中), 비미(非美)’로 평가
하게 되었다(동아일보 2015/07/21, A34). 한국은 “중국이 원하지 않는 MD 체제에
의 편입을 회피하려는 과정에서 미국과 일정한 갈등을 빚게 되었고”(서정경 2008,
112), 사드 배치에 관한 논란은 ‘한국의 미중 관계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고
말았다(Manyin 2015, 14). 일본의 경우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시키는 소재로
작용하고 있는 BMD가 한국에서는 동맹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3. 중국에 대한 정책 방향
미국과의 비대칭 동맹관계(안보를 지원받으려면 자율성을 양보해야 하는 관계)
를 고려하면 당연히 한국과 일본은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연루(entrapment)도 감수해야 한다. ‘신형 대국관계’라는 용어를
통하여 중국은 세력전이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에 의한 미국과의 충돌 가
능성을 부정하려 하고, 미국도 ‘아시아 중시정책’(rebalancing Asia)이 중국과의
대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양국의 패권경쟁 가능성은 높아지
고 있다(박병철 2015, 115). 또한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설치하고 난 후에
미국이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며 구축함이나 전투기들을 보내는 등의 행위로 인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전통적으
로 중국과 크게 협력적이지 않았고, 센카쿠(尖閣列島, 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 등으로 갈등소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문제
가 없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나 통일을 위한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여
이론대로 미국을 지원하는 문제가 단순하지만은 않다. 2015년 10월 박근혜 대통령
이 방문하였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에 대한 한국의 입장표
명을 요구하였듯이 미국은 동맹국인 한일 양국에게 중국을 견제하는 그들의 정책
을 지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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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경우
한국은 1988년 임기를 시작한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부터 중
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 ‘우호협력 관계’로 수교한 이래, 1998
년 ‘21세기를 향한 협력동반자 관계’,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고, 2014년 7월 시진핑 주석의 방한 시에는
‘성숙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라는 용어까지 사용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개인적 친밀성을 과시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및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여 왔다. 그러나 2010년에 발생한 천안함, 연평도
사태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중국의 소극적 협력에서 보듯이 기대했던 만큼
의 성과는 없었다. 아직도 중국은 한국이 대미관계만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의심하
고 있고, 한국은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에 고착되어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인식의
간극과 불신이 적지 않다(이정남 2014, 347).
지금까지 한국은 대미관계 약화를 감수하면서도 한중관계 강화에 노력해왔다.
2003년 집권한 노무현 정부는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균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면서 중국과 미국에 대한 대등한 외교방향을 제시하였고, 미국에 대하여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를 요구하였다. “한중관계는 한미관계 및 북중 관계의 종속변수에서
점차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 중”(김흥규 2014b, 83)이라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2015년 4월 미국의 퓨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에서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기념하여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면 미국민 중에서 일본을 신뢰한다
고 답한 응답자는 68%에 달하지만, 한국을 신뢰한다고 말한 응답자는 49%에 불과
하였다(동아일보 2015/05/04, A21). 그리고 2015년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 열병
식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상 중 유일하게 참가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한 달 후에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이 국제적 규범을 어길 경우 한국이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을 주문하게 되었다(선종률 2016, 69-72).
미국의 이러한 요구가 있자마자 한민구 국방장관이 남중국해 문제에 관하여 미
국의 입장을 수용하여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였듯이(조선일보 2015/11/05, A1)
한국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다. 특히 2016년 1월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이어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까지 시작하자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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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을 더욱 중요시하게 되었고, 북한의 도발에 중국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임
에 따라 한미동맹밖에 없다는 인식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한 당일에는 미군의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로 한 결정을 공개하게
되었다. 다만, 아직은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단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미국 또한 한국에 대한 의구심을 모두 해소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2) 일본의 경우
일본은 중국과 1972년 국교를 정상화하였고,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을 체
결하였다. 그러나 1995년 중국의 지하 핵실험과 1996년 대만포격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 ’중국 위협론‘이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1998년 장쩌민 중국 주석 방일을
계기로 역사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인식차가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2005년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강행 등으로 양국관계는 경색되기 시작하였
고, 이것은 2010년 9월 센카쿠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의 선장을 일본이 억류하고
그 후속조치로 일본이 센카쿠를 국유화함으로써 갈등관계로 악화되었다(박병광
2014, 44). 그래서 2011년에는 일본 국민의 78.3%와 중국 국민의 65.9%, 2012년
에는 84.5%와 65%, 2013년에는 92.8%와 90.1%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
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흥규 2014a, 22-23).
태평양 전쟁의 상흔(傷痕)이 너무 깊어서 중일 양국이 노력하더라도 화해가 이
루어지기는 쉽지 않고(천자현 2013, 7-38),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쇠퇴’로 양국의
국력비교가 역전됨에 따라서 협력보다는 경쟁이 두드러지고 있다(박병광 2014,
48). 중국은 2010년부터 경제력 측면에서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2위의 강대국
(G2)으로 부상하였고, 방공식별구역 선포나 센카쿠 열도 영유권 주장에서 보듯이
공세적인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중일관계는 “1972년 국교정상화 이래
최악”(이인호, 2015, p. 98) 또는 “역대 최악”(김흥규 2014a, 3)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중일 간 관계의 악화는 당연히 미일동맹을 강화시키고 있다. 미국과 일본 사이
에 공통의 잠재적 적국이 발생한 셈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에게 중국보다 자
국을 더욱 중요시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미일 양국은
2015년 4월 27일 ‘미일방위협력지침’을 재개정하면서 섬을 포함한 일본 영토에
대한 지상공격 시 미군이 일본군 작전을 지원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킴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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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Defense, 2015a) 센카쿠 열도에서 중일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
이 일본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였다. 불가피한 상황에 의한 산물이든
일본이 선택하였든 간에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일본은 미국과 정책방향을 일치시
켰고, 따라서 미일동맹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3) 평가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점점 강화되면서 한국과 일본은 어느 쪽을 선
택할 것인가를 고민하겠지만, 양국이 중국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아직
중국의 힘은 미국에 필적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힘을
간단하게 비교해보면 <표 3>과 같은데, 구매력 기준 GDP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
였다고 하지만 다른 분야에 관해서는 아직 중국이 상당히 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중국은 주요강대국(major power)이기는 하지만, 초강대국(super
power)인 미국에 필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이정남 2014, 354).
<표 3> 미국과 중국의 주요 역량 비교
항목

미국

중국

비율

GDP(PPP)

$17.97 trillion (2015 est.)

$19.51 trillion (2015 est.)

1: 1.1

1인당 GDP

$56,300 (2015 est.)

$14,300 (2015 est.)

1: 0.25

596(BN)

215(BN)

1: 0.36

4,500(예비포함)

260

1: 0.06

19

1

1: 0.05

국방비(BN 달러)
핵무기(탄두수)
항공모함(비핵 포함)

출처: GDP와 1인당 GDP: The World Fact book; 국방비: SIPRI Fact Sheet(April 2016),
핵무기와 항공모함 수: Wikipedia

다만, 한국의 경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계산대로 한미동맹에
만 치중할 수 없다는 것이 고충이다. 현재의 비핵화는 물론이고, 통일까지 고려하
면 중국의 협력을 획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노력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한미동맹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Yoo
2013). 즉 “한국은 북한의 현실적 위협과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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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지만 한미동맹은 중국의 대응반응을 불러와 오히려 한국안
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정천구 2012, 22; Hwang 2015,
271) 결국 한국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동시에 발전시키고자 노력해야 하는데,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고 자칫하면 두 가지를 다 잃을 수 있는 위험을
지니고 있다. ‘균형자’라는 말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대등한 외교를 펼쳤을 때는
미국이 불만을 가졌고, 한미동맹을 강화하자 중국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
한국 외교의 어려움이고, 현실이다.
이에 비하여 일본은 자신이 선택을 했든 상황에 의하여 그렇게 되었든 간에 중
국의 잠재적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비한다는 정책방향이 명확하고, 중국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의 소지가 적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이는 미국의 정책과도 부합되는 것이다. 이로 인하
여 앞으로도 미일동맹은 계속 강화될 것인데, 이것 또한 한국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강력한 미일동맹이 존재할 경우 미국에게 한미동맹의 가치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방위비분담이나 BMD에 관하여 한국이 자율성을 양보하여 미국의 요구를 수용
하는 것이 큰 부담은 아니지만, 중국에 관한 정책은 상당한 부담이고, 따라서 쉽게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균형외교를 지향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은 물론이고 사드배치를 둘러싼 논란 등을
통해서 볼 때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하는 것도 아니다. 북한의 핵위협 때문에 안보
에 관한 한 한미동맹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정책방향을 분명히 설정
한 상태에서 중국에게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관계를 지속시킬 경우, 중국도 한국
의 그러한 상황을 이해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한국의 고민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Ⅳ. 결론: 비교 결과와 함의
한국은 그 동안의 국력신장, 자주의식 고양,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 등에
의하여 한미동맹에서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는 경향을 보여 왔고, 이는 방위비분담,
BMD 구축 방향, 대중국 정책 등의 사례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 동일한 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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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일본과 비교해볼 경우 한국은 방위비분담에 있어서도 적극성이 낮았고,
BMD 구축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협력에 주저하였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더욱 고
민하는 자세를 보여 왔다. 비록 미국이 한국의 정책방향을 어떻게 인식하는 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자율성-안보교환 모델’에 의하면 일본에 비해 지원
의 적극성이 낮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 상 일본이
갖는 지정학적 가치까지 고려한다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실제적 안보지원 정도는
크게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미국의 안보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위협이 약하거나 자력방어
가 가능한 국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자율성을 양보할 필요는
없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북한은 핵미사일로 한국을 언제든
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한국은 유효한 자체의 억제 및 방어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다. 한국의 경우 다른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크고, 결국
자율성을 양보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동맹의 경우 패권 유지를 위한 미국의 지도력, 한미 양국의 누적된 신뢰성,
한미 양국 엘리트들 간의 지속적인 노력, 다양한 제도적 장치, 이념적 유대감 등으
로 쉽게 파기 또는 약화되지는 않겠지만(Walt 1997, 164-170), 자율성 양보를 꺼리
는 사례가 누적될 경우 미국의 안보지원 의지는 약화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의 유사시 확장억제 시행 여부가 불안해지고, 북한이 오판하여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동맹을 재해석하고 비용과 이익을 고찰하는
작업은 북한 위협이 급격히 소멸되거나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체제가 도래하는 시
점이어야 한다.“는 지적과 같이(박원곤 2014, 114), 한미동맹에 관한 자율성 강화
는 북한의 핵위협이 제거된 이후에 추구해나갈 필요가 있다.
더구나 한국은 미국의 안보지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만, 그에 비해 미국은
한국의 자율성 양보를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미국은 1950년의 애치슨 선언,
1977년 출범한 카터(Jimmy Carter) 행정부의 일방적 주한미군 철수, 1989년 주한
미군 감축을 위한 ‘넌-워너 법안’(Nunn-Warner Act)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일방적
으로 안보지원을 약화시키는 결정을 내리거나 시행할 수 있다. 한국의 자율성 양
보 정도에 불만을 가진 상태에서 불가피한 국내외적인 사정이 발생할 경우 한미동
맹은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 과거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사태가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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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에야 그것을 철회하도록 사정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러한 정책이 나올 수
없도록 한미동맹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하는 이유이다. 한국보다 더욱 국력도
강대하고 안전한 일본이 미국에 대하여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양보함으로써 미일동
맹을 강화해나가는 데서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제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북한에 대
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지원과 2010년의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에 대한
중국의 반응에서 나타났듯이 남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책방향은 전혀 달라지지 않
았고, 남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유용성은 입증되지 않고 있다(Yoo 2013,
91). 한국은 중국에 대한 불확실한 기대와 한미동맹 약화를 교환하고 있을 수 있
다. “한국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
여 등 미중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마다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우다 국익을 놓
치는 일이 계속됐다”(동아일보 2015/10/15, 39)는 지적이나 “미·중 간 실리외교
가 여전히 ‘샌드위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경향신문 2015/10/29, 1)는
비판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한국에게 중요하지만 한미관계를
뛰어넘을 만큼 중요한 국가는 아니고, 안보분야에서는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국가”(정천구 2012, 23)라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해서는 한일 간의 안보협력도 긴요하다. 한국이 북한으로
부터 공격을 받게 된 상황에서 미국이 지원하고자 할 때 일본이라는 기지가 절대
적으로 필요하고, 미일동맹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한미동맹은 확고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도 한일관계가 경색되면 이 지역에 대한 정책선택의 범위가 제한된
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Manyin, 2015, p. 6). 그렇기 때문에 2015년 11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
간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타결을 이루기도 하였다. 일본은 한국 다음으로 북한의
핵위협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어서 한국과 협력해야할 점이 적지 않다. 따라서
한국은 역안분리(歷安分離) 차원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을 중재자로
안보 및 군사 분야의 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흥망과 국민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안보문제의 경우 위험의 감수범위는
매우 좁을 수밖에 없다.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한국이 자율성 양보를 다소 꺼리더
라도 금방 약화되거나 파기되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
서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할 때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안보지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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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국이 자율성을 양보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안보지원
을 줄일 수 없다고 단언하던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는가?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다소 과도하더라도 안전한 방책을 선택해야하는 만전지계(萬全之計)가 필요하다.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해질수록 과잉은 감수할지언정 미흡은 허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한미동맹 강화에 노력해 나가야하는 이유이다.

투고일 : 2016.03.07.
심사완료일 : 2016.04.06.
게재일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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