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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동맹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는 전쟁의 발생 여부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동맹이 국가의 공세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세 하게 평가하지 

못했다. 현상타파국의 동맹 형성 여부를 독립변수로, 전면전 개시 여부를 

종속변수로 삼은 기존 연구의 분석 모형에서는 동맹이 군사분쟁을 

촉발하거나 억제하는 선형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영토분쟁 도전국이 방어동맹을 가질 때 공세성이 

비선형적으로 변화함을 보인다. 도전국은 동맹 형성 초기 단계에서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협상에서 영토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거나, 낮은 수준의 

군사력을 사용하며 공세성을 강화한다. 이러한 도전국을 상대하고 있는 

영토분쟁 대상국이 가질 수 있는 선택지에는 전면전 개시, 저강도 

군사력으로 대응, 도전국의 요구 수용이 있다. 영토분쟁 도전국이 공세성을 

강화하며 이익 확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대상국은 도전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대상국의 양보로 인해 도전국의 

공세성은 낮은 수준에서 그치게 되며, 전면전으로 격화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동맹 및 영토분쟁 데이터를 이용한 통계 방법과 쿠릴열도 

분쟁 사례를 통해 방어동맹이 영토분쟁 도전국의 공세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인다. 먼저 통계 방법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가 도전국 군사력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다. 다음으로 방어동맹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방어동맹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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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기준으로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을 설정하고, 이중차분법을 사용한다. 

방어동맹을 형성한 영토분쟁 도전국은 동맹이 없는 도전국에 비해 동맹형성 

0~1년차에 저강도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평균적으로 증가했지만, 

동맹형성 2년차에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은 평균적으로 줄어들었다. 

통계분석에서 동맹의 지원을 기대하는 국가가 공세적으로 변화한 것이 

궁극적으로는 전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세성을 군사력 사용으로 설정한 통계분석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쿠릴열도 

영토분쟁 사례에서 미국과의 동맹이 일본의 공세성 변화에 미친 영향을 

보인다. 미국과의 동맹 형성 이후 일본은 소련이 점령하고 있던 쿠릴열도 

섬들에 대한 반환 요구를 강화하였고, 소련은 이에 응답하며 2개 도서에 

대한 양도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일본은 

지속적으로 공세성을 강화하며 4개 도서 전체를 요구하였고, 협상 공간이 

사라져 쿠릴열도 분쟁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다. 

 

주요어 : 방어동맹, 영토분쟁, 공세성, 군사력 사용, 도덕적 해이 

학  번 : 2017-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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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문제 제기 

 

본 연구는 동맹이 군사 분쟁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시작하였다. 동맹의 효과에 대한 기존 계량 연구들은 

동맹이 군사 분쟁의 발생에 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였다. 동맹과 국가의 군사력 사용 사이의 선형성에 대한 연구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동맹이 국가들의 군사력 사용을 억제한다는 

주장이 첫 번째 유형이다.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연구자들은 군사적 

공격의 대상이 되는 국가가 방어동맹을 가질 경우 공격자로부터의 군사적 

침략을 억지(deter)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동맹이 국가들의 군사력 사용을 촉진한다는 주장은 동맹의 선형적 

효과를 주장하는 두 번째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연구자들은 

현상타파국가가 공격동맹 혹은 병력 지원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무조건적 

동맹을 가질 때, 동맹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 비해 군사력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처럼 동맹이 군사력 사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상반된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이처럼 동맹의 효과에 대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기존 계량 

연구 모형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맹이 군사력 사용에 미치는 

효과를 선형적으로 파악하는 연구들의 종속변수는 대체로 현상타파 국가의 

전면전의 개시이다. 그러나 국가들은 전면전을 개시하기 전에 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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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이나 국지적 군사력 사용 등 낮은 수준의 군사력을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군사적인 능력과 항전 의지가 약한 국가가 양보함으로써 

전면전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동맹은 위기를 겪는 국가의 

군사적인 능력과 의지에 영향을 미쳐, 저강도의 군사력 사용 및 전면전의 

발생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그림 Ⅰ-1]). 

 

 

[그림 Ⅰ-1] 동맹과 군사력 사용의 관계 

 
 

 

동맹과 군사력 사용의 선형적 관계를 비판하는 동맹 연구자는 도덕적 

해이의 개념을 통해 동맹의 효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도덕적 해이는 위험에 

대한 보험을 가진 행위자가 위험 수용적(risk-taking)으로 행동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양국이 이익을 두고 갈등하는 상황에서 동맹이라는 

보험을 가진 국가는 보험이 없을 때에 비해, 또는 동맹이 없는 국가에 비해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보다 공세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상대국은 

이익을 포기하거나, 군사적 맞대응을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로 인해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국가에 대해 군사적 맞대응을 하면 

전면전으로 발전하나, 양보하게 되면 전면전은 발생하지 않으며, 동맹의 

선형성을 비판하는 연구자들은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동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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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저강도의 군사력 사용은 활발해지지만, 

전면전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비선형적 관계가 형성된다([그림 Ⅰ-1] 및 

[그림 Ⅰ-2]).1 

 

 

[그림 Ⅰ-2] 동맹을 통한 도덕적 해이의 분쟁 억제 효과 

 

 

 

본 연구에서는 국가가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수단과 방식을 상대국의 기대비용을 증감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변경하는 

것을 공세성 변화로 파악한다. 공세성 강화는 군사력 사용, 협상에서의 

요구조건 강화, 외교적 비난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공세성 

 
1 본 연구에서는 군사 분쟁에 대한 기존 경험 연구의 기준을 수용하여 전면전의 기

준을 전쟁 당사국 전투 요원 전사자의 총합이 1,000명 이상인 경우로 설정한다. 
Daniel M. Jones, Stuart A. Breamer, and David Singer,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1816-1992: Rationale, Coding Rules, and Empirical Patterns,”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15, No. 2, (1996) p.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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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는 군사력 사용 철회, 협상에서의 양보, 협력적 외교 수사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의 4장에서는 방어동맹으로 인해 나타나는 

영토분쟁 도전국의 공세성 변화를 군사력 사용의 측면에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해 추정하고, 5장에서는 영토 협상에서 요구조건을 강화하는 공세성 

변화과정을 일본과 소련 사이의 쿠릴열도 영토분쟁 과정을 통해 분석한다. 

본 논문은 동맹과 공세성을 선형적 관계로 가정하는 기존 연구를 

비판하면서, 방어동맹이 영토분쟁 도전국의 공세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으로써 동맹과 공세성 사이의 비선형 관계에 대한 실증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동맹이 군사력 사용으로 표현되는 공세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계의 논의에 기여한다. 또한 영토분쟁국에서 전쟁의 발생을 낮출 수 

있는 동맹구조에 대해 제시한다. 

 

 

 

2.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연구질문에 본격적으로 

답하기에 앞서 군사력 사용과 동맹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이 영토분쟁국의 동맹 형성과 군사력 사용에 대한 학계의 

기존 설명을 보완할 수 있는 지점을 밝히고자 한다. 

3장은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한 연구 설계를 제시한다. 먼저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연구 대상과 연구 시기를 명확히 제시한다. 다음으로 연구의 

대상이 되는 방어동맹, 영토분쟁, 공세성과 군사력 사용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다음으로 통계 방법을 이용한 연구의 모형을 제시한다. 연구의 

종속변수는 영토분쟁 도전국의 군사력 사용이다. 군사력 사용은 전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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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강도 군사력 사용으로 구분한다. 독립변수는 영토분쟁 도전국의 방어동맹 

형성 여부이다. 통제변수는 국가 간 인접성, 국가 간 공통의 민주주의, 동맹 

포트폴리오(S-score)와 같이 동맹과 군사력 사용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활용되는 변수를 포함한다. 영토분쟁과 군사력 사용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활용하는 영토분쟁 사안의 중요성 변수 역시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 삼는다. 

4장에서는 통계 분석을 통해 방어동맹이 영토분쟁국의 군사력 

사용으로 표현되는 공세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통계분석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3장에서 

설정한 변수들이 국가의 단계별 군사력 사용에 미치는 관계를 검토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방어동맹을 형성한 영토분쟁국을 처치집단(treatment 

group)으로, 방어동맹을 형성하지 않은 영토분쟁국을 통제집단(control 

group)으로 분류한다. 이후 마할라노비스 거리(Mahalanobis distance)를 

이용해 두 집단에서 동맹 형성 이전 4년 간의 공변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정제(refinement) 과정을 거친다. 마지막으로 이중차분법(Difference-

in-Difference)을 통해 방어동맹이 영토분쟁 도전국의 저강도의 군사력 

사용을 단기간 동안 제한적으로 증가시키고, 전면전 발생을 억제하는 

결과를 확인한다. 

연구의 5장에서는 4장에서 군사력 사용으로 한정된 공세성 변화 

양상을 보완하기 위해 쿠릴열도 영토분쟁 협상과정에서 일본의 영토 요구가 

강화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태평양 전쟁이 종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소련은 

쿠릴 열도와 사할린으로 남하한다. 이후 양국은 일본에 근접한 쿠릴열도 

남단 4개의 섬(쿠나시르, 이투루프, 시코탄, 하보마이)의 영유권을 두고 

갈등을 벌인다. 소련은 일본의 이익을 고려하여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 

섬을 일본에게 양도하려 했고, 일본에도 두 섬을 돌려받는 조건에서 소련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국내 세력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4도 

반환론 지지 이후 일본은 네 개의 섬 모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며 강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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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고수한다. 미국과의 동맹이 소련과의 협상에서 일본의 공세성을 

강화한 것이다. 미일동맹 형성 이후 강경해진 일본의 입장에 따라 양국 간 

협상 공간이 사라졌고, 러시아와 일본 양국은 현재까지 쿠릴열도를 두고 

갈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연구의 함의와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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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 연구 검토 

 

 

 

 

본 연구는 방어동맹이 영토분쟁 도전국의 공세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영토분쟁과 동맹에 대한 연구에서 공세성은 주로 

군사력 사용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2장에서는 동맹이 군사력 사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첫 번째 유형은 동맹이 군사력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선형 관계로 파악한 연구들이다. 첫 번째 유형의 

연구들은 동맹이 국가들의 군사력 사용을 감소시키거나 촉진하는 영향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두 번째 유형은 동맹이 국가들의 군사력 사용에 비선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파악하는 연구들이다. 이 유형의 연구는 동맹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저강도의 군사력 사용을 촉진할 수 있지만, 현상타파국의 저강도 

군사력 사용에 따른 상대국의 양보로 인해 역설적으로 전쟁이 억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동맹에 관한 연구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국가들이 동맹을 형성하도록 만드는 요인에 대해 탐구하는 동맹 

형성(alliance formation)에 관한 연구가 있다. 다음으로 동맹 유지(alliance 

management)에 관한 연구는 동맹 유지 비용 문제나 동맹 공약 이행 문제 

등 동맹국 간의 내부 동학에 대해 탐구한다.2 마지막으로 동맹 효과(alliance 

 
2 스나이더는 동맹 이론을 정립하며 동맹 연구를 동맹 형성과 동맹 유지에 관한 연
구로 양분하였다. Glenn H. Snyder, Alliance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pp. 43-78; 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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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ness)에 관한 연구는 동맹이 전쟁의 발생이나 평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한다. 3  방어동맹이 군사력 사용으로 나타나는 영토분쟁 도전국의 

공세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동맹 효과에 관한 

연구에 주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동맹 형성과 동맹 유지에 대한 관심을 

제한한다. 

 

 

 

1. 동맹과 군사력 사용의 관계에 관한 연구 

 

1) 동맹과 군사력 사용의 선형적 관계를 가정하는 연구 

(1) 군사 분쟁을 억제하는 동맹 

동맹과 국가의 공세성이 부(-)의 관계를 맺고 있어, 동맹을 형성하면 

군사력 사용이 억제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동맹 연구에는 세력균형론, 

기대효용 이론, 신호 이론 등이 있다. 먼저 세력균형론은 동맹이 국가들의 

군사력 사용 빈도를 낮출 수 있다는 대표적인 주장이다. 국제적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들은 국력이 강한 현상타파국가에 대항하기 위해 군비를 

증강하거나, 동맹을 형성한다. 4  내부적 균형 수단으로 일컬어지는 군비 

증강은 국가의 경제적 조건이나 기술 수준 등에 의해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들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적 균형 유지 수단인 동맹을 

 
3 한편 스미스(Smith)는 동맹 형성 게임에 임하는 국가들이 동맹의 효과를 고려하여 
동맹을 형성하려 하기 때문에, 동맹 형성과 동맹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 Alastair Smith, “Alliance Formation and War,”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9, No. 4 (1995), pp. 405-406. 
4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4th ed. (New York, 1967) p.175.,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McGrow Hill, 1978), 

p. 126 &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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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한다. 

개별 국가들은 강력한 현상타파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군사력을 

보유한다. 따라서 현상타파국은 군사력 사용을 통한 자국의 승리의 확률을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현상타파국가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동맹 형성하면, 강력한 현상타파국가의 국력에 대해 균형을 

이루거나, 동맹국 국력 총합이 현상타파국의 국력을 역전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때 현상타파국가가 예상하는 군사력 사용을 통한 승리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현상타파국가는 동맹을 형성한 국가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고려하지 않게 된다.5 6 

스미스(Alastair Smith)는 세력균형론을 기대효용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자 했다. 동맹을 형성한 국가들은 동맹의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맹 공약을 이행하고자 한다. 7  동맹국들이 동맹 공약을 이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동맹 외부의 국가는 동맹을 형성한  국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의 

성공 확률을 낮게 평가한다. 동맹 외부 국가가 계산하는 군사적 공격에 

따른 기대비용이 공격 성공에 따른 기대효용보다 높아지면, 동맹을 형성한 

 
5 세력균형론이 상대적 힘의 배분이라는 단일한 변수를 통해 구조적 차원의 안정성
에 대해 설명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전쟁의 발생이나 특정한 국가의 정

책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대표적인 현실주
의자인 왈츠는 세력균형론이 “국가들이 행동을 사전에 조율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국제적 결과를 설명하는 이론”임을 주장하며, 세력균형론이 개별국가의 정책을 설명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Waltz, 1978, p. 122. 
6 현실주의 내에서도 물질 변수만을 고려하는 세력균형론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왈트는 세력균형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동맹은 위협에 기초해 형성된다

는 위협균형론을 제시했다. 세력균형론에 따르면 2차대전 이후 국가들은 가장 강력
한 국가인 미국에 대항하는 동맹을 형성해야 했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는 서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소련에 대항하는 NATO를 형성했다. 서유럽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 자신들에 대해 공격적 의도를 가졌다고 생각한 소련에 대항하는 동맹을 
형성한 것이다. Stepha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7 Smith, 1995, p.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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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지 않게 된다. 

한편 신호 이론(signaling theory)에 따르면 동맹의 형성 및 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공격이 억제될 수 있다. 8  동맹을 새로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비용이 소모되는데, 이러한 동맹 비용 지출은 국가가 

공격받았을 때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사전에(ex ante) 보여준다(값비싼 신호, 

costly signal). 9 동맹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더라면, 국가의 저항 의지는 군사 

분쟁이 발생한 뒤 사후적(ex post)으로 알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즉 동맹 

비용은 국가의 저항의지를 현시(顯示)하여, 외부 세력의 침략을 억지한다. 

이처럼 동맹에 관한 이론들은 국가들이 동맹을 형성하여 외부 도전국의 

승리를 불확실하게 함으로써 억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실증 연구에서는 현상타파국(challenger state)의 정치적 목표로서 군사 

활동의 대상이 되는 국가(target state)가 방어동맹을 가질 때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리즈(Brett A. Leeds)는 동맹을 서면으로 

작성된 동맹 조약의 내용에 따라 동맹의 유형을 방어 조약, 공격 조약, 중립 

조약 등으로 분류하여, 각 동맹 유형이 전쟁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10  그 결과 공격 조약과 중립 조약은 전쟁의 발생을 촉진하지만, 

방어 조약은 전쟁 발생을 억지하는 것을 확인했다. 11  리즈의 데이터를 

 
8 James D. Fearon, “Signaling Foreign Policy Interests: Tying Hands versus Sinking 
Cost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1, No. 1 (February, 1997), pp. 69-70. 
9  대한민국이 미국에 지불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동맹 유지 비용의 
예시로 들 수 있다. 
10 Brett Ashley Leeds, “Do Alliances Deter Aggression? The Influence of Military 

Alliances on the Initiation of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7, No. 3 (2003), pp. 427-439. 리즈 등은 서면으로 작성된 조
약의 내용에 따라 동맹을 다섯 가지 종류로 분류한 ATOP 데이터를 구축했다. Brett 

Ashley Leeds, Jeffrey M. Ritter, Sara McLaughlin Mitchell, and Andrew G. Long, 
“Alliance Treaty Obligations and Provisions, 1815-1944,”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28, No. 3 (2002), pp. 237-260, 
11 Leeds, 2003, pp. 43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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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라이트와 라이더(Wright and Rider)의 후속연구에서는 영토분쟁국이 

방어동맹을 형성할 때 분쟁 발생의 가능도(likelihood)가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12 

 

(2) 군사분쟁을 촉진하는 동맹 

동맹과 공세성이 정(+)의 관계를 맺고 있어, 동맹을 형성한 국가들의 

군사력 사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동맹연구에는 안보딜레마, 도덕적 

해이에 대한 초기 논의가 있다. 먼저 국가들이 동맹을 형성하면 

안보딜레마를 심화하여 전쟁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13  안보딜레마는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행동이 타국의 안전을 의도치 않게 해치는 상황을 

의미한다. 14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를 위한 외부적 균형 수단으로 동맹을 

형성하지만, 동맹 외부의 국가들에게는 위협으로 여겨질 수 있다. 15  상대 

세력이 동맹을 형성하여 위협을 느낀 국가는 반 동맹(counter alliances)을 

형성한다. 동맹과 반동맹의 형성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전쟁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16 

 
12 Thorin M. Wright and Toby J. Rider, “Disputed Territory, Defensive Alliances, and 
Conflict Initiation,”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32, No. 2 (2014), 

pp. 130-137. 
13 Snyder, 1997, p. 44., Snyder,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 36, No. 4 (1984), pp. 461-495. 
14 Robert Jervis,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Vol. 30, 
No. 2 (January, 1978), p. 169. 
15 국가가 안보를 확보하는 방법에는 내부적 균형유지(internal balancing)와 외부적 

균형유지(external balancing)가 있다. 내부적 균형유지 수단은 군비증강이 대표적이
며, 타국의 성공적인 군사기술이나 군사혁신의 사례를 모방하는 방법이 있다. 반면 
외부 세력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려는 외부적 균형유지의 수단으로는 동맹 형성, 군

사정보 교환 등이 있다.  
16 Kang Choong-Nam, “Alliances: Path to Peace or Path to War?,” in John A. 
Vasquez, ed., What Do We Know about War?  2nd edition.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2012),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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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동맹국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빠져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가 존재한다. 17  도덕적 해이는 

보험(insurance)이 존재할 때 자신을 위험에 노출하는 경제학 용어이다. 18 

도덕적 해이에 따르면 동맹을 형성한 국가는 분쟁 사안이 있을 때 경쟁하는 

국가와의 분쟁사안에서 더 많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낮은 수준의 

군사력 사용(군사력시위, 동원령 선포, 제한적 군사력 사용)에 대한 유혹을 

느낄 수 있다. 19  동맹국이라는 보험을 통해 자신의 안전을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전면전의 위험에 자신을 노출하는 것이다. 

실증연구에서 동맹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국가들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경향이 확인된다. 벤슨 등(Brett V. Benson. et al.)은 

현상타파국이 무조건적 동맹을 가질 때 군사분쟁을 일으키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20  그러나 현상타파 국가가, 동맹국의 지원에 대한 제약이 없는 

무조건적 동맹을 가질 때 군사력 사용이 증가한다는 벤슨의 연구는 비교적 

자명한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유사시 동맹국에게 병력 

또는 물자를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동맹은 현대에 찾아보기 힘들다. 

 
17 Alastair Smith, “Alliance Formation and War.”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9, No. 4 (1995), p. 416. 
18 John M. Marshall, “Moral Hazard,”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6, No. 
5 (1976), p. 880. 도덕적 해이는 금융과 보험에 관한 경제학 연구에서 발전하였다. 
‘도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사기나 범죄와 같이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지 않

는다. 도덕적 해이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위험한 행동을 하려
는 행위자는 보험을 제공하는 행위자에 비해 위험한 행동의 의도와 결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 예를 들어 건강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

는 나쁜 식습관을 가지는 경우 도덕적 해이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19 건강 보험에 비유하면 분쟁 사안에서 더 많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력 사용
을 고려하는 국가를 보험 가입자로, 군사력 사용을 고려하는 국가의 동맹국을 건강 

보험 회사로, 나쁜 식습관을 전면전 위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 Brett V. Benson, Patrick R. Bentley, and James Lee Ray, “Ally Provocateur: Why 
Allies do not Always Behave,”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50, No. 1 (2012), pp. 

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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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맹이 초래하는 도덕적 해이와 군사력 증가 효과를 

보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국가들의 군사력 사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어동맹을 설명변수로 설정한다. 

 

2) 동맹과 군사력 사용의 비선형적 관계를 가정하는 연구 

동맹과 국가의 군사력 사용 사이의 관계를 선형적으로 보는 연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동맹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켜 낮은 수준의 

군사력 사용을 촉진할 수 있지만,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공격적인 행동이 

상대국가의 양보를 이끌어내 전면전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1 

동맹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국가는 현상 변경을 원하는 사안에서 

저강도의 군사력을 사용함으로써 사안 해결에 대한 자신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22  현상 변경의 대상이 되는 국가는 이를 수용하여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동맹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변경 국가의 도덕적 해이가 저강도 

군사력사용 또는 협상력 강화에 영향을 미쳐 전쟁을 억지하는 과정을 

게임이론을 통해 유도한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동맹이 군사력 사용에 

미치는 비선형적 효과를 검증하는 계량 분석 연구는 부족하다.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의 관점에서 핵우산 아래에서 보호받는 핵 

피보호국(nuclear client)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 보다 공격적인 정책을 

채택하면, 핵우산을 제공받지 못한 핵 미보유 국가로부터 더 많은 정책 

양보를 이끌어 낸다는 나랑과 메타(Narang and Metha)의 연구를 주목할 만 

 
21  Brett V. Benson, Adam Meirowitz, and Kristopher W. Ramsay, “Inducing 
Deterrence through Moral Hazard in Alliance Contract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8, No. 2 (2014), p. 311., Amy Yuen. “Target Concessions in the 
Shadow of Interven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3, No. 5 (2009), pp. 
748-749. 
22 Fearon, 1997,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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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23 

본 연구는 영토분쟁의 도전국이 방어동맹을 형성했을 때 유사한 

조건의 영토분쟁 도전국에 비해 저강도의 군사력 사용(군사력시위나 국지적 

군사력사용)과 고강도의 군사력 사용(전면전 개시)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방어동맹을 형성한 도전국이 방어동맹을 형성하지 

않은 도전국에 비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강도의 

군사력을 보다 더 사용하고, 이후 고강도 군사력을 덜 사용한다면 동맹과 

군사력 사용 사이에 비선형적 관계가 존재함을 추측할 수 있다. 3장부터는 

동맹과 군사력 사용 사이의 비선형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의 설계를 

제시하고,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동맹 효과를 추정한다. 이를 통해 동맹과 

군사력 사용의 선형적 관계를 가정하던 기존 계량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맹이 도덕적 해이를 통해 군사력 사용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23 Neil Narang and Rupal N. Mehta, “The Unforeseen Consequences of Extended 
Deterrence: Moral Hazard in a Nuclear Client Stat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63, No. 1 (2019), pp. 22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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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1. 연구 대상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영토분쟁 도전국의 방어동맹 형성 여부에 따른 군사력 

사용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에 연구의 핵심 개념인 방어동맹, 영토분쟁, 

공세성과 군사력 사용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1) 방어동맹 

본 연구에서 방어동맹은 한 국가 이상이 외부의 침략을 받을 때 

침략을 받은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군사력을 제공할 것을 공식적으로 

약속한 연합을 의미한다.24 공식적인 약속은 각국의 대표자가 동맹의 조건을 

명시한 문서에 서명하고, 국내 의회에서 비준의 과정을 거쳐 효력을 가진 

경우를 의미한다. 

동맹은 각국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의 목표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외부 세력의 침공으로부터 방어를 

위한 방위 조약, 공동의 목표에 대한 침략을 위해 결성되는 공격 동맹, 서로 

침략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불가침 조약이 있다. 동맹 연구자에 따라서 

동맹을 형성하는 조약의 내용이나 동맹의 성격에 따라 동맹을 유형화 

 
24 Snyder, 1984, p. 4., Smith, 1995, p.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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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5  본 연구의 실증연구를 위해서 리즈의 동맹 데이터를 사용하여 

방어동맹 형성 유무를 확인한다. 

리즈의 동맹 데이터가 제공하는 동맹의 유형은 조약의 내용에 따라 

방위 조약(defense pact), 공격 동맹(offensive pact),  불가침 조약(non-

aggression pact) 등으로 구분된다. 26  기존 연구에서 공격 동맹과 불가침 

조약은 도전국의 선제적 군사력 사용을 촉진하며, 방어동맹은 

현상타파국가의 침공을 억지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27  본 연구는 군사력 

사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공격동맹과 불가침조약을 제외하고, 군사력 

사용을 억지하는 효과가 있는 방어동맹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방어동맹이 

영토분쟁국의 선제적 군사력 사용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보수적으로 

시험하기 위함이다. 

방어동맹을 형성한 국가는 동맹 외부 세력으로부터 침략이 있을 때 

동맹국에게 지원받을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어를 위한 병력과 

자원을 제공하는 동맹 국가를 보호국(defender)이라고 하며, 방어 조약에 

의해 군사력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를 기대하는 국가를 피보호국 

(protégé)이라고 한다. 방어동맹을 형성한 두 국가가 동시에 외부의 침략을 

받아 보호국이면서 피보호국이 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영토분쟁 당사국이면서 방어동맹을 형성한 국가를 피보호국으로, 영토분쟁 

당사국과 동맹을 형성한 국가를 보호국으로 가정한다. 

 

 
25 Leeds, 2002, pp. 237-260., Benson, 2011, pp. 1111-1127., The COW project, 
Formal Alliances dataset http://www.correlatesofwar.org/data-sets/formal-
alliances (최종검색일: 11월 18일) 
26 Douglas M. Gilber, International Military Alliances, 1648-2008, (Washington, 
D.C.: CQ Press, 2009), David J. Singer, and Small Melvin, “Formal Alliances, 1815-
1939,”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3, pp. 1-31. 
27 Leeds, 2003, pp. 435-437. 



 17 

 

(2) 영토분쟁 

영토분쟁은 대표성을 가지는 공식 정부 기구(의회, 행정부 수반, 

외교부 장관 등)가 분쟁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 대한 주권 또는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여 정부 간 명백한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28  본 

연구에서는 분쟁지역에 대한 영유권 또는 권리를 주장하는 국가를 

도전국(challenger state)이라고 하며, 해당 지역을 선점하고 있어 도전 받는 

국가를 대상국(target state)이라고 한다. 영토분쟁 당사국인 도전국과 

대상국이 외부 국가와 동맹을 형성하게 되면, 영토분쟁의 당사국은 

피보호국이 된다. 영토분쟁을 겪는 국가와 방어동맹을 형성한 국가들은 

보호국이 된다.   방어동맹을 형성한 영토분쟁 당사국들의 관계를 표현하면 

아래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 방어동맹을 형성한 영토분쟁 국가의 관계도 

 

 
28  Paul R. Hensel and Sara McLaughlin Mitchell, “Lessons from the Issue 
Correlations of War (ICOW) project,”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52, No. 1 
(2015), p. 116. 대표성을 가지는 정부 기구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의 일방적이며 비

공식적인 주장은 분쟁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내의 일부 민간 
단체나 개인들이 대마도(対馬島, 쓰시마)를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대마도는 영토분쟁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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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세성 변화와 군사력 사용 

본 연구는 한 국가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하던 수단을 

상대국의 기대비용을 증가(감소)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변경하는 것을 

공세성 변화로 정의한다. 공세성은 군사 영역에 국한되어 나타나지 않고 

외교 영역과 경제 영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군사 영역 이외의 

분야에서는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수량화되어 있지 않거나, 수량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29  따라서 본 연구의 통계분석 부분에서는 수량화된 

자료가 존재하는 군사력 사용 빈도를 통해 방어동맹 형성에 따라 국가의 

공세성이 변화하는 과정을 추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군사력 사용으로 포함하는 범주는 군사력 사용 

위협(threat to use of force), 무력 시위(display of force), 군사력 사용(use of 

force), 전면전(full scale war)이다. 30  이때 군사력 사용 위협부터 군사력 

사용까지는 저강도의 군사력 사용으로, 전면전을 고강도의 군사력 사용으로 

설정하였다. 전면전의 기준은 기존 경험 연구의 기준을 수용하여 

교전당사국의 전투요원 사망자가 1,000명 이상인 경우로 삼았다. 

방어동맹을 형성한 영토분쟁 도전국 군사력 사용이 비선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본 연구의 가정은 [그림 Ⅲ-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영토분쟁 도전국이 동맹을 형성하여 도덕적 해이를 겪게 되면, 

도전국은 영토분쟁 사안에서 전보다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를 원한다. 

동맹을 가진 영토분쟁 도전국은 동맹을 가지지 않은 다른 도전국에 비해, 

또는 동맹을 가지기 전에 비해 영토 협상에서 더 많은 요구를 할 것이라고 

 
29 외교적 영역에서 공세성은 공식적인 비난 성명 발표,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인 비
난, 위기 시 협상에서 상대국가에 대해 더 많은 양보를 강요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경제적 영역에서 공세성은 수출입규제, 경제제재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30 Paul R. Hensel, and Sara McLaughlin Mitchell, “Issue Correlates of War Project 
User Manual for ICOW Data, Version 1.1,” (June, 2007), http://www.icow.org (최

종 검색일: 2019.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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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할 수 있다. 만약 대상국이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도전국은 저강도의 

군사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고 할 것이다. 도전국이 

저강도의 군사력을 사용함으로써 영토분쟁에서 현상 변경의 의지를 전보다 

강하게 표현하면, 대상국이 양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동맹 형성을 통한 

도전국의 공세성 강화와 대상국의 양보를 통해 영토분쟁은 전면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림 Ⅲ-2] 군사력 사용의 비선형적 모형 

 
 

2) 분석 시기 

본 연구의 분석 시기는 영토분쟁과 방어동맹에 관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 1816년부터 2001년으로 한다. 연구의 분석 시기가 19세기와 

20세기를 포괄하고 있기에 시기에 따라 국가들이 영토분쟁에서 상이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먼저 공격 우위에 대한 믿음이 존재했던. 19세기(1차 세계대전 이전)의 

국가들과, 방어 우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20세기의 국가들의 

영토분쟁에서의 군사력사용 행태가 상이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31 공격 

 
31 Barry R. Posen, The Sources of Military Doctrine: France, Britain, and Germany 
between the World War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4), pp. 14-24, 

Jack L. Snyder, The Ideology of the Offensive: Military Decision Making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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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시기에는 영토 획득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했을 것이며, 방어 우위에 대한 믿음이 있는 

현대에는 군사력 사용 보다는 양자협상이나 제3자 중재를 더 선호할 

것이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공격/방어 우위에 따라 19세기에 군사력 사용 빈도가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영토분쟁 도전국의 군사력 사용 빈도는 20세기, 특히 

1950년대 이후 증가하였다([그림 Ⅲ-3] 왼쪽 그림 참조). 1차 세계 대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816년부터 1914년까지 영토분쟁국의 군사력 사용 

횟수는 총 92회(연평균 0.92회)였으나, 1915년부터 2001년까지 

영토분쟁국의 군사력 사용 횟수는 총 213회(연평균 2.448회)이다. 과거에 

비해 영토분쟁 도전국의 군사력 사용 빈도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Ⅲ-3] 영토분쟁국의 군사력 사용(좌) 및 전면전(우) 발생 빈도 

* 출처: ICOW 데이터 

 

Disasters of 1914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4), p. 21. 1차대전이 발

발한 시점에서 유럽 국가들의 실제 군사 기술은 대체로 방어자에게 유리했으나, 군
부는 공격자가 유리했던 19세기의 전술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차대전의 참
호전 경험을 통해 공격에 비해 방어가 유리하다는 믿음이 대부분의 국가에 확산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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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분쟁 도전국이 벌이는 전면전은 1816년부터 1914년까지 

16회(연평균 0.16회), 1915년부터 2001년까지 9회(연평균 약 0.10회) 

발생하였다. 전체 연구 기간에서 전면전의 발생 수가 많지 않지만, 1차대전 

발발을 이후 영토분쟁국 간 전면전의 발발 횟수는 감소했다. 요컨대 

영토분쟁 당사국들은 20세기에 들어 전면전에 이르지 않는 수준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영토분쟁국이 20세기에 군사력을 활발히 사용한 원인은 1950년대 

이후 국제체제 내 국가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일 수 있다. 양차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의 탄생으로 국가의 수가 급증하였는데, 신생국의 국경 획정 

과정에서 새로운 국경에 대한 불만이 영토분쟁과 군사력사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2  따라서 국제체제 내 국가의 숫자에 비례하여 

새롭게 발생한 영토분쟁 사례 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Ⅲ-4]은 

국제체제 내 국가 숫자와 신규 영토분쟁의 관계를 보여준다. 33 

국제체제 내 국가의 수는 [그림 Ⅲ-4]의 왼쪽 그래프와 같이 꾸준히 

증가한다. 반면 새롭게 관측되는 영토분쟁의 수는 시기에 따라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그림 Ⅲ-4] 가운데 그래프). 34  마지막으로 [그림 Ⅲ-4]의 

 
32 Douglas M. Gibler, “What They Fight For: Specific Territorial Issues in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1816-2001,”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34 
No. 2 (2016), pp. 198-199. 
33  Correlates of War Project, 2017, “State System Membership List, v2016,” 
http://www.correlatesofwar.org/data-sets/state-system-membership(검색일: 2019. 
10. 18.) 국제체제 내 국가의 수는 COW 프로젝트의 국가 체제 멤버십을 기준을 사

용하였다. COW 프로젝트는 1920년 이전에는 5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지면서 영
국과 프랑스에 대리대사(charge d’affaires) 이상의 외교관을 파견한 경우, 1920년 이
후에는 5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지면서 두 개 이상의 강대국으로부터 외교관이 파

견되었거나, 국제 연맹(League of Nations) 및 국제 연합(United Nations)의 회원국
인 경우를 국제체제 내 국가로 기록한다. 
34 관측연도별 신규 영토분쟁 발생의 최댓값은 16회(1816년)이며, 평균값은 2.243회

(표준편차 2.825)이다. 1816년의 관측값은 데이터 기록 이전에 발생하여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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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그래프는 국제체제 내 국가 수에 비례한 연도별 신규 영토분쟁의 

비중을 나타내며, 우하향 하는 파란색의 실선은 추세선이다.35  국제체제 내 

국가 수가 증가하면 새로운 영토분쟁의 수도 비례하여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국가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영토분쟁이 급증하지는 

않는다. 

 

 

[그림 Ⅲ-4] 국제체제 내 국가 수와 신규 영토분쟁의 관계 

 

* 출처: COW 국가 멤버십 데이터, ICOW 데이터를 재편집 

 

 

본 연구의 분석 시기가 19세기와 20세기를 포괄하고 있지만, 

영토분쟁국의 군사력 사용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관찰되는 공격적/방어적 

군사 독트린의 채택 여부나, 국제체제 내 국가의 수가 증가한 현상과 큰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결국 영토분쟁국의 군사력 사용에 미치는 정책적 

 

1816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영토분쟁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따라서 1816년의 신규 

영토분쟁 발생 관측값을 이상치(outlier)로 파악하고 제거한 뒤 [그림 Ⅲ-3] 오른쪽 
그래프의 추세선을 그리더라도 여전히 우하향 한다. 
35 [그림 Ⅲ-3] 우측 그래프의 각 관측값은 관측연도의 신규 영토분쟁 발생 수를 국

제체제 내 국가의 수로 나눈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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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영토분쟁 도전국의 방어동맹 

형성이 군사력 사용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2. 변수 설정 및 분석자료 

 

1) 분석 단위 및 데이터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방향성이 있는 이벤트 양자관계 연도(event-

directed-dyad-year)’이다. 방향성이 있는 양자관계 데이터는 두 국가 

사이에 발생하는 사건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국가 A가 국가 B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했는지, ‘국가 A의 국가 B에 대한 

수출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면 방향성이 있는 양자관계라고 

한다. 36  방어동맹의 지원을 기대하는 국가가 영토분쟁 상대국을 대상으로 

군사력을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본 연구에서는 방향성이 있는 양자관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벤트 단위는 영토분쟁 사안을 의미한다. 양자관계를 분석 단위로 

설정하게 되면 하나의 국가쌍이 동일한 관측연도에 둘 이상의 영토분쟁 

사안으로 대립하고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분석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연구의 4장에서 사용할 영토분쟁에 대한 데이터(ICOW: Issue Correlates of 

War Project)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1816-1817년 사이에 두 개의 영토 

분쟁을 동시에 겪고 있었다. 이처럼 양국이 같은 시점에 두 개 이상의 

 
36 반면 방향성이 없는 양자관계는 두 국가 사이의 사건 발생 유무에 대한 정보만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A국과 B국 사이의 항공 노선의 존재 유무, 전쟁 발생 유무 등 
사건의 발생 유무에 대한 정보만을 포함하는 경우 방향성이 없는 양자관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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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겪는 경우를 구분하기 위해 영토분쟁 사안별 방향성이 있는 

양자관계를 분석 단위로 설정하였다.37  

 

2) 설명변수 

본 연구는 영토분쟁 도전국의 방어동맹 형성 여부에 따라 영토분쟁 

대상국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하는지 점검하고자 한다. 따라서 영토분쟁 

도전국의 방어동맹을 설명변수로 설정한다. 영토분쟁국은 분쟁 사안에서 더 

많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을 정책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외부적 

균형을 통해 영토를 투고 경쟁하는 국가와 상대적인 국력이 비슷해지거나 

추월할 수 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하여도 동맹의 지원을 통해 전보다 쉽게 

국경을 방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처치집단(treatment group)은 최소한 하나의 국가와 방어동맹을 

형성한 영토분쟁 도전국이다. 통제집단(control group)은 방어동맹을 하나도 

보유하지 않은 영토분쟁 도전국이다. 다른 조건이 유사할 때 방어동맹을 

형성한 영토분쟁 도전국은 그렇지 않은 도전국에 비해 영토분쟁 사안에서 

더 많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방어동맹의 효과를 살펴본 뒤, 특정한 

조건을 추가적으로 만족하는 방어동맹을 가지는 경우에도 영토분쟁 

도전국의 군사력 사용에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도전국이 강대국과 방어동맹을 형성하면 도전국은 도덕적 해이가 보다 

강하게 나타날 것이며, 다른 동맹 유형에 비해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와 방어동맹을 형성한 

도전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맹의 지원을 기대하여 일반적인 동맹에 비해 

도덕적 해이가 보다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37 Issue Correlates of War Project data version 1.1, https://www.paulhensel.org/ 

icowterr.html (최종 검색일: 2019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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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영토분쟁 도전국의 군사력 사용이다. 군사력 

사용은 군사력 전면전에 이르지 않는 저강도의 군사력 사용(군사력 사용 

위협, 무력 시위, 군사력 사용)과 고강도의 군사력 사용(전면전)으로 

구분된다. 동맹과 군사력 사용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기존 연구들은 

전면전 개시만을 종속변수로 두면서, 동맹이 전면전을 촉발하거나 

억제한다는 선형적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즉 동맹이 도덕적 

해이를 통해 다양한 수준의 군사력 사용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전면전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토분쟁의 도전국이 가지는 방어동맹이 저강도의 군사력 사용 

및 전면전 개시에 미치는 효과를 각각 측정하여, 동맹이 군사력 사용에 

미치는 상이한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종속변수는 영토분쟁에 대한 ICOW 데이터의 도전국 군사력 사용 

범주에 대한 변수 및 COW 데이터의 전쟁 개시 변수를 사용하였다.38 먼저 

ICOW 데이터의 군사력 사용 변수는 군사력 미사용, 군사력 사용 위협, 

무력 시위, 군사력 사용, 전면전에 해당하는 값을 가진다. 군사력 미사용은 

9,736회, 군사력 사용 위협은 10회, 무력 시위는 82회, 군사력 사용은 

177회, 전면전은 36회 관측되었다. 이 가운데 군사력 사용 위협부터 

군사력의 사용까지를 저강도 군사력 사용의 범주로 재코딩하였다.  

 

4) 통제변수 

(1) 조정된 국력비 

 
38 ICOW 데이터, http://www.paulhensel.org/icow.html (최종 검색일: 2019. 11. 20.) 

COW데이터의 전쟁 개시 변수는 EUGene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하였다. Scott D. 
Bennett, and Allan Stam,  “EUGene:  A Conceptual Manual,”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26 (2000), pp. 179-204., Correlates of War Project, 

http://www.correlatesofwar.org/data-sets (최종 검색일: 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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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분쟁 당사국들이 동맹을 형성하면 두 국가 사이의 상대적 국력이 

변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영토분쟁의 도전국과 대상국의 국력에 

보호국의 국력을 가중 합산한 조정된 국력(adjusted capability)을 통해 구한 

영토분쟁 당사국 간의 조정된 국력비(adjusted capability ratio)를 통제변수로 

활용한다([수식 3-1]).  

조정된 국력비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조정된 국력비의 값이 

1에 가까울 수록 동맹국의 국력이 가중 합산된 영토분쟁 도전국의 국력이 

동맹국의 국력이 가중 합산된 영토분쟁 대상국의 국력보다 강하다는 

의미이다. 조정된 국력비의 값이 0.5인 경우 두 국가의 조정된 국력은 

균형을 이루었다는 의미이다. 조정된 국력비의 값이 0에 가까울 수록 

도전국의 조정된 국력이 대상국의 조정된 국력에 비해 약하다는 의미이다. 

 

 

[수식 Ⅲ-1] 조정된 국력비 

𝐴𝑑𝑗𝑢𝑠𝑡𝑒𝑑	𝐶𝑎𝑝𝑎𝑏𝑖𝑙𝑖𝑡𝑦	𝑅𝑎𝑡𝑖𝑜 = 	
𝐴𝑑𝑗𝐶𝑎𝑝3456

𝐴𝑑𝑗𝐶𝑎𝑝3456 + 𝐴𝑑𝑗𝐶𝑎𝑝898
 

where, 

 AdjCapchal = CINCchal + ∑(Weight × Defender CINCchal) 

 AdjCaptgt = CINCtgt + ∑(Weight × Defender CINCtgt) 

 

 

조정된 국력비를 구성하는 조정된 국력은 영토분쟁국의 국력에 

보호국의 국력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각국의 국력은 COW 프로젝트의 

국가물질능력 데이터셋(NMC: 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 dataset)에 

기록된 국가역량종합지표(CINC: Composite Index of National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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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를 사용한다. 39  보호국의 국력은 타국에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보호국의 기술적∙군사적 능력과, 보호국과 영토분쟁국 사이의 거리에 따라 

감소하는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동맹국의 능력이 영토분쟁 지역에서 손실 

없이 발휘될 것이라는 가정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수식 Ⅲ-2] 국력 감쇠 가중치 

𝑊𝑒𝑖𝑔ℎ𝑡(𝑑) = 𝑒?@∗B 

 

 

보호국 국력 감쇠 가중치는 지수적 감쇠(exponential decay) 개념을 

활용하여 계산하였다([수식 3-2]). 40  [수식 3-2]에서 d는 보호국-피보호국 

간의 범주화 된 거리를, λ는 [표 Ⅲ-1]의 군사력 투사능력 범주에 따라 

부여된 감쇠상수를 의미한다. 

가중치를 계산하기 위한 감쇠상수 λ는 동맹국이 대규모 병력을 

파견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구하였다. 감쇠상수를 구하기 위해 

영토분쟁국의 보호국을 일인당 에너지 소비량 그룹과 원거리 작전이 가능한 

 
39 The Correlates of War Project 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 dataset version 5.0, 
http://www.correlatesofwar.org/data-sets/national-material-capabilities (최종 검

색일: 2019년 5월 14일), Singer, J. David, Stuart Bremer, and John Stuckey, 
"Capability Distribution, Uncertainty, and Major Power War, 1820-1965." in Bruce 
Russett (ed) Peace, War, and Numbers, Beverly Hills: Sage, pp. 19-48., Singer, J. 

David, "Reconstructing the Correlates of War Dataset on Material Capabilities of 
States, 1816-1985,"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14 (1987), pp. 115-32. CINC 점
수는 군사비 지출, 군인 수, 철강 생산량, 에너지 소비량, 총 인구 수, 도시 거주 인

구 수를 종합하여 각국의 국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40 어떤 양이 그 양에 비례하는 속도로 줄어든다면, 그 양은 지수적 감쇠한다고 한
다. 원소의 개수가 절반이 되는 기간인 반감기(half-life)를 계산할 때 활용하는 것

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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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군사 함선(전함, 항공모함)의 보유 여부에 따라 분류하였다. 먼저 

일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각국의 과학기술 발전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호국을 매년 세계 각국의 일인당 

에너지 소비량의 절반을 기준으로 하여 상위 50%와 하위 50%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일인당 에너지 소비량 상위 그룹에 포함된 보호국은 하위 

그룹에 포함된 보호국에 비해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영토분쟁국에 대한 

군사력 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표 Ⅲ-1] 군사력 투사 능력 범주 

범주 일인당 에너지 소비량 전함/항공모함 보유 여부 
단위 거리당 

군사력 감쇠율 

1 하위 50% 보유하지 않음 75% 

2 하위 50% 보유함 50% 

3 상위 50% 보유하지 않음 25% 

4 상위 50% 보유함 10% 

 

 

한편 군사력을 투사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인원과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다른 지역에 군사력을 투사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은 해군 함선이다.41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항공모함과 전함을 보유한 

 
41  항공모함과 전함이 없는 경우에도 공군과 민간의 항공기, 민간 상선 등을 통해 

해외에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 초반 본격적으로 등장한 항공기의 
경우 19세기까지 아우르는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포괄할 수 없다. 또한 본 연구
의 설계에 부합하는 민간 상선과 항공기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일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통해 한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항공기 또는 선
박의 규모를 보완하고자 한다. 일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국가가 동원할 수 있
는 항공기와 선박의 규모가 일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낮은 국가에 비해 많다고 가정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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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더 많은 병력과 물자를 수송할 수 있다.42 

본 논문에서는 크리셔(Brian Benjamin Crisher)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해군력 

항공모함 또는 전함을 한 척 이상 보유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그룹으로 구분하였다.43 

동맹국이 투사할 수 있는 군사력은 거리에 따라 감소할 것이다. 먼저 

동맹국이 영토분쟁 도전국과 인접해 있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에 

따라 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군사력은 감소한다. 또한 동맹국이 영토분쟁 

도전국과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 보호국은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보유한 

군사력의 일부만 파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군사력 투사 능력 

그룹별로 영토분쟁 도전국과 보호국 간 거리에 따라 동맹국의 CINC 점수가 

각각 75%, 50%, 25%, 10% 씩 감쇠하도록 설정하였다. 

두 국가 간 거리는 ICOW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근접성 변수를 

활용하였다. 근접성 변수는 두 국가가 국경을 공유하는 경우, 해상 거리가 

1-12 해리(nautical mile, 海里), 13-24 해리, 25-150해리, 151-400해리, 

401해리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로 범주화 된다. 44  각 범주는 해군력의 

 
42  영토분쟁국이 내륙국이기 때문에 보호국의 함선이 접근할 수 없는 경우를 가정 
하더라도, 내륙으로 이동하기 위한 인접지역까지 병력과 물자를 대량으로 수송하는 

방안으로 해군 함선을 고려할 수 있다. 
43 Brian Crisher and Mark Souva, “Power at Sea: A Naval Power Dataset, 1865-
2011,”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40, No. 4 (2014), pp. 602-629. 크리셔는 해

군력 데이터 프로젝트(Naval Data Project)를 통해 해군 함선의 총 배수량(톤), 항공
모함, 전함, 잠수함 등의 보유 여부를 제공하였다. 크리셔가 제공하는 해군력 데이
터의 시간적 범위는 1865년부터 2011년 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동맹 및 

영토분쟁에 관한 데이터는 1816년부터 존재한다. 즉 해군력 데이터는 본 연구의 분
석 시기 중 1816년부터 1864년까지의 자료가 부재한다. 해군력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기간에는 모든 국가가 전함과 항공모함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44 각 범주의 기준은 한 국가의 영해의 기준이 되는 12해리, 두 국가 간 영해가 겹
치지 않는 최소한의 거리인 24해리, 상선이 평균적으로 하룻동안 갈 수 있는 거리
인 150해리, 두 국가 간 중복되지 않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인 400해리, 401해리 이상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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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200해리) 밖에서 지속적인 작전이 가능한 해군을 대양 해군(blue 

water navy)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작전이 가능한 

해군을 지역 해군(green water navy)으로, 영해(12해리) 안에서만 작전이 

가능한 해군을 연안 해군(brown water navy)으로 규정한다.45 본 연구에서는 

해군력에 대한 일반적인 분류를 반영하기 위해 ICOW 근접성 변수의 

범주를 군사력이 감쇠하는 단위 거리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산출된 도전국의 조정된 국력 평균값은 

0.3569, 대상국의 조정된 국력 평균값은 0.3533, 조정된 국력비의 평균값은 

0.4996이었다. 자국과 동맹국의 조정된 국력을 통해 영토분쟁 도전국이 

완전한 우위를 가졌음을 의미하는 조정된 국력비 최댓값은 0.9942, 

도전국의 완전한 열위를 의미하는 최솟값은 0.0055으로 나타났다. 

 

(2) 사안 중요성 

   영토분쟁 도전국과 대상국이 분쟁 사안에 대해 느끼는 중요성은 사안 

해결을 위한 군사력 사용의 빈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분쟁 사안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도전국은 분쟁 사안에서 더 큰 이익을 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사안의 중요성이 낮은 

경우 군사력 사용에 따른 비용이 군사력 사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작기 때문에 군사력 사용을 자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영토분쟁 도전국의 군사력 사용 여부는 

영토분쟁 대상국의 의지와 행동에 의해서도 변화할 수 있다. 만약 영토분쟁 

 
45  Sarah Kirchberger, Assessing China's Naval Power: Technological Innovation, 
Economic Constraints, and Strategic Implications, (Heidelberg: Springer, 2015), 
p. 60., US Naval Service, “Naval Operations Concept 2010: Implementing the 

Maritime Strategy,” (2010),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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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이 느끼는 분쟁 사안의 중요성이 크다면, 도전국이 군사력 사용을 

고려할 때 예상하는 대상국 저항의 수준이 높을 것이다. 이는 영토분쟁 

도전국의 군사력 사용 여부를 결정할 때 승리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다. 반면 영토분쟁 대상국이 사안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도전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즉 도전국과 

대상국이 영토분쟁 사안에 대해 느끼는 중요성은 도전국의 군사력 사용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표 Ⅲ-2] 영토분쟁 도전국과 대상국의 사안 중요성 빈도표 

영토분쟁 도전국의 사안 중요성 점수  

영
토
분
쟁 

대
상
국
의 

사
안 
중
요
성 

점
수 

점수 0 1 1.5 2 2.5 3 3.5 4 4.5 5 6 합계 

0 63 15  7        85 

1 67 643 3 228 17 37      995 

1.5  48 6 3  8      65 

2 160 136  803  694 13 75    1881 

2.5     43 41 63 31  13  191 

3  27 6 226  1506  1088  40  2893 

3.5      22 16  4   42 

4    11 8 602 8 1641  343 3 2616 

4.5         10   10 

5      3  109  661 95 868 

6    3    27  51 213 294 

 합계 290 869 15 1281 68 2913 100 2971 14 1108 311 9940 

* 출처: ICOW 데이터, 각각의 숫자는 도전국과 대상국 사안중요성의 빈도를 의미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COW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영토분쟁 도전국과 

대상국의 사안 중요성을 통제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헨셀과 미첼은 

사안의 중요성을 0에서 6점까지 10단계로 구분하여 측정했다. 0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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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점으로 갈 수록 사안이 중요하며, 1점과 5점 사이의 구간에서는 0.5점 

단위로 측정된다. 영토분쟁 도전국의 사안 중요성 평균값은 3.095점이고, 

대상국 사안 중요성 평균값은 3.227점이었으며, 상관계수는 0.834로 

영토분쟁 도전국과 대상국은 대체로 사안에 대해 유사한 수준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상호 민주주의 

민주주의 국가들 간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민주평화론은 분쟁 

연구에서 널리 받아들여졌으며, 동맹 및 영토분쟁에 대한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활용되고 있다. 기존 실증 연구의 결과를 수용하여 본 연구에서도 

영토분쟁 도전국과 대상국의 상호 민주주의 여부를 통제변수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상호 민주주의는 폴리티 Ⅳ 프로젝트(Polity Ⅳ project)의 

정체 점수(polity score)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46 Polity Ⅳ의 정체 점수는 -

10점에서 10점으로 측정되며, -10점은 완전한 권위주의(full autocracy), 

10점은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임을 의미한다. 폴리티 Ⅳ 

데이터는 정체 점수가 6점 이상인 경우를 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토분쟁 도전국과 대상국의 정체 점수가 모두 6점 

이상인 경우 상호 민주주의가 성립한 것으로, 둘 중 한 국가라도 6점 

미만인 경우에는 상호 민주주의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전체 

10,041개의 국가쌍 가운데 결측치 706개를 제외하고 2,206개의 국가쌍에서 

상호 민주주의가 성립했다. 연도별 상호 민주주의 국가쌍의 분포는 아래 

[그림 Ⅲ-5]에 나타나 있다. 

 

 
46  Center for Systemic Peace, Polity Ⅳ: Regime Authority Characteristics and 
Transitions Datasets, http://www.systemicpeace.org/inscrdata.html (최종 검색일: 

2019.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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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Ⅲ-5] 상호 민주주의의 연도별 분포 

 

* 출처: Polity IV 데이터 

 

 

(4) 동맹 포트폴리오 

동맹 포트폴리오 변수는 국가 간 동맹구조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변수이다. 두 국가가 완전히 동일한 다른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있다면, 두 

국가는 동맹 포트폴리오를 공유한다. 반면 두 국가가 가진 각각의 동맹국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양국은 동맹 포트폴리오를 공유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동맹 포트폴리오가 같을 수록 국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즉 동맹 포트폴리오가 같을 수록 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낮다고 가정할 수 있다. 

동맹 포트폴리오는 EUGene 프로그램을 통해 계산한 S-점수를 

활용하였다.47 S-점수는 -1에서 1의 값을 가지며, 값이 1에 가까울 수록 두 

 
47  Scott D. Bennett, and Allan Stam,  “EUGene:  A Conceptual 

Manual,”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26 (2000), pp. 179-204., Bruce Bueno de 

 



 34 

국가의 동맹 포트폴리오가 일치하고, -1에 가까울 수록 동맹 포트폴리오가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의 자료에서 결측치 193개를 제외한 동맹의 

포트폴리오 평균 값은 0.6715점, 최댓값은 1, 최솟값은 -0.6077점이었다. 

 

(5) 지리적 인접성 

기존 분쟁 연구에서 국가들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우 더 많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인접하면 더 많은 

접촉이 생기게 되고, 접촉 과정에서 생겨난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영토분쟁 도전국과 대상국이 국경을 공유하거나 

가까운 경우 더 많은 군사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양국이 육상에서 국경을 공유하는 경우부터, 상선이 

하룻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인 150해리 까지 떨어져 있는 경우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로 파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의 

지리적 인접성 개념을 수용하여 방어동맹이 영토분쟁 도전국의 군사력 사용 

여부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전체 관측치 10,041개의 국가쌍 

가운데 결측치 101개를 제외하고 6,519개의 국가쌍이 지리적으로 인접했다. 

 

 

  

 

Mesquita, and David Lalman,  War and Reas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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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 분석 

 

 

 

 

1. 분석 모형 

 

이번 장에서는 영토분쟁 도전국이 특정 시점에서 하나 이상의 

방어동맹을 형성할 때, 다른 조건이 유사하지만 방어동맹을 형성하지 않은 

도전국에 비해서 군사력을 보다 더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나는지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통계적 추정의 첫 단계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을 추정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영토분쟁 도전국의 방어동맹 형성 여부를 기준으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한다.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은 시계열-횡단면 자료에 대한 

매칭 방법을 이용한다. 이때 방어동맹 형성이라는 설명변수를 제외한 

공변량이 최대한 유사해지도록 자료를 정제한다. 이후 방어동맹 형성 

여부에 따른 두 집단 간 영토분쟁 도전국의 군사력 사용 여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 

method)을 적용한다. 48 

최근 관측 자료를 통한 추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48  매칭과 이중차분법을 통한 자료 분석을 위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R(version 
3.5.2)의 ‘PanelMatch’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PanelMatch: Matching Methods for 
Causal Inference with Time-Series Cross-Sectional Data, https://github.com/ 

insongkim/PanelMatch (최종 검색일: 2019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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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횡단면 자료에 대한 매칭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49  매칭은 짝 

찾기(find matching set)와 정제(refinement) 두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짝 

찾기는 정책 처방이 이루어진 시점까지 5년 간의 기록이 동일한 개체들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영토분쟁 도전국이 하나 이상의 방어동맹을 가지게 된 

시점(t)으로부터 4년 전(t-4) 까지 방어동맹을 가지지 않는 영토분쟁 

도전국을 찾아 짝을 짓는다. 즉 방어동맹을 형성한 영토분쟁 도전국과 

방어동맹을 형성하지 않은 도전국이 시점 t의 정책 처방(방어동맹 형성)을 

제외하고 1~4년 전(t-1 ~ t-4)까지 동일한 기록을 가지는 경우를 짝짓는 

것이다. 

정제 과정은 짝 찾기 과정을 거친 개체들이 유사한 종속변수 및 

공변량(covariate)을 가지는 경우만 남겨두는 과정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단계에서는 영토분쟁의 도전국이 방어동맹을 형성함으로써 영토분쟁 

대상국에게 군사력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데,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공변량을 최대한 유사하게 정제하지 않을 경우 

방어동맹이 영토분쟁 도전국의 군사력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마할라노비스 거리(Mahalanobis distance)를 통해 

동맹이 형성된 시점으로부터 1~4년 전(t-1 ~ t-4)까지의 공변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정제한다. 

마지막으로 영토분쟁 도전국의 방어동맹이 군사력 사용에 미친 평균 

효과를 이중차분법을 통해 추정한다. 이때 방어동맹 형성 이후 4년 

 
49  Kosuke Imai, In Song Kim, and Erik Wang, “Matching Methods for Causal 

Inference with Time-Series Cross-Sectional Data,” http://web.mit.edu/insong 
/www/pdf/tscs.pdf (최종 검색일: 2019. 11. 14.), Stefano Iacus, Gary King, and 
Giuseppe Porro, “Multivariate Matching Methods That Are Monotonic Imbalance 

Bounding,”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Vol. 106 (2011), pp. 345–
361., Alexis Diamond, and Jasjeet Sekhon, “Genetic Matching for Estimating Causal 
Effects: A New Method of Achieving Balance in Observational Studi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95, No. 3 (2013), pp. 93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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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t+0 ~ t+4) 총 5년 간 방어동맹이 처치집단에 미친 평균 효과 

추정치(average treatment effect of policy change for the treated)를 제시한다. 

또한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통해 표본 추출을 1,000번 반복하여 

군사력 사용 가능성에 대한 추정치를 95% 신뢰 구간과 함께 제시한다. 

 

 

 

2. 분석 결과 

 

본 연구는 방어동맹 형성 여부에 따라 영토분쟁의 도전국을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분류하고, 집단에 따라 영토분쟁 도전국의 군사력 

사용에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한다. 이중차분법은 설명변수인 방어동맹의 평균 효과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먼저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본 연구의 

설명변수와 통제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이후 매칭 

방법과 이중차분법을 통해 영토분쟁 도전국의 방어동맹이 군사력 사용에 

미치는 평균 효과를 측정한다. 

 

 

1) 영토분쟁 도전국의 방어동맹 형성 분포 

먼저 영토분쟁 도전국이 방어동맹을 형성하는 양상은 [그림 Ⅳ–1]에 

표현되어 있다. 그림의 가로축은 연도를, 세로축은 영토분쟁 사안별 

양자관계를 의미한다. 영토분쟁의 도전국이 방어동맹을 형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방어동맹을 형성한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국가 간 영토분쟁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영토분쟁국에 대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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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경우, 혹은 어떤 방식으로든 영토분쟁 당사국 간 사안을 

해결한 경우는 공백 처리된다.50 

[그림 Ⅳ–1]은 영토분쟁 도전국의 방어동맹 형성 분포를 표시한 

것이다. 영토분쟁 도전국이 방어동맹을 형성하는 경우는 19세기 보다 

20세기에 두드러지는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Ⅳ–2]은 영토분쟁 

도전국이 강대국을 보호국으로 가지는 경우를, [그림 Ⅳ–3]은 영토분쟁 

도전국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를 보호국으로 가지는  경우를 표시하였다. 

강대국 방어동맹과 인접국 방어동맹은 전체 방어동맹의 부분집합이므로 

전체 집합과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 분석 도구로 활용하는 PanelMatch 패키지는 처치가 한 

번 발생한 경우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그러나 국가들이 방어동맹을 한 

번만 형성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국가와 

방어동맹을 형성한다. 즉 영토분쟁의 도전국이 하나 이상의 방어동맹을 

가지는 경우 처치가 여러 번 발생하는 것과 같으며, 방어동맹의 효과가 

과대평가 된다고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영토분쟁 도전국이 동맹을 형성한 

이후 강대국과 방어동맹을 형성하면, 약소국과 방어동맹을 형성했을 때에 

비해 방어동맹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 이상의 

방어동맹이 존재하는 경우 처치가 지속된다고 가정한다. 또한 방어동맹을 

보호국이 강대국인 강대국 방어동맹과 보호국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우인 

인접국 방어동맹으로 세분화하여 각 동맹 유형이 군사력 사용에 미치는 

효과를 점검한다. 

 
50 [그림 Ⅳ–1]부터 [그림 Ⅳ-3]은 ‘PanelMatch’ 패키지에서 처치집단과 대조집단

을 표시하기 위한 시각화 명령어를 사용하여 편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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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영토분쟁 도전국의 방어동맹 형성 분포 

 

주: 세로축은 영토분쟁 사안별 양자관계를, 가로축은 관측연도를 의미하며, 영토분쟁 

도전국이 관측연도에 방어동맹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파란색 칸으로, 방어동맹을 가지는 

경우 붉은색 칸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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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영토분쟁 도전국의 강대국 방어동맹 형성 분포 

 

주: 세로축은 영토분쟁 사안별 양자관계를, 가로축은 관측연도를 의미하며, 

영토분쟁 도전국이 관측연도에 강대국 방어동맹을 가지지 않는 경우 파란색으로, 

강대국 방어동맹을 가지는 경우 붉은색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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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영토분쟁 도전국의 인접국 방어동맹 형성 분포 

 

주: 세로축은 영토분쟁 사안별 양자관계를, 가로축은 관측연도를 의미하며, 

영토분쟁 도전국이 관측연도에 인접국 방어동맹을 가지지 않는 경우 파란색으로, 

인접국 방어동맹을 가지는 경우 붉은색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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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전국의 군사력 사용과 통제변수의 관계 

이중차분법을 통해 방어동맹이 군사력 사용에 미치는 평균 효과를 

추정하기에 앞서 통제변수와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표 Ⅳ-1]은 저강도 

군사력 사용에 대한 각 변수의 영향을 확인한 것이다. [표 Ⅳ-1]의 

모형(1)은 통제변수의 영향만을 측정하였는데, 영토분쟁 도전국과 대상국이 

모두 민주주의 국가임을 의미하는 상호 민주주의의는 도전국의 저강도 

군사력 사용을 낮추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어동맹의 영향이 

포함된 모형(2) ~ 모형(4) 에서도 상호 민주주의가 저강도 군사력 낮추는 

것이 확인되어, 민주평화론의 주장이 확인되었다. 

반면 영토분쟁 도전국과 대상국이 동맹국을 공유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동맹 포트폴리오는 기존 연구와 달리 저강도 군사력 사용을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동맹 구조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영토분쟁과 

같은 심각한 사안은 영토분쟁 도전국의 군사력 사용을 억제하지 못했다. 

영토분쟁 도전국이 가지는 사안 중요성은 군사력 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영토분쟁 대상국이 가지는 사안 중요성은 군사력 

사용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영토분쟁 도전국이 사안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록 군사력을 활발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예상은 옳지 않았다. 

영토분쟁 대상국의 사안 중요성이 도전국 군사력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조정된 국력비는 동맹이 없는 상황(모형(1))에서 도전국의 군사력 

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 동맹이 존재하는 모형(2)부터 

모형(4)에서는 조정된 국력비가 높을수록, 즉 도전국이 가진 세력의 국력이 

우월할수록 저강도 군사력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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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저강도 군사력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지스틱 회귀분석) 

 종속변수 

 도전국의 저강도 군사력 사용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방어동맹  -0.073   

  (0.188)   

강대국 방어동맹   0.055  

   (0.171)  

인접국 방어동맹    -0.090 
    (0.174) 

조정된 국력비 -0.223 1.674* 1.640* 1.660* 
 (0.513) (0.912) (0.920) (0.913) 

상호 민주주의 -0.288* -0.324* -0.368** -0.336** 
 (0.156) (0.168) (0.172) (0.167) 

동맹 포트폴리오 1.189*** 1.009*** 1.032*** 1.045*** 
 (0.244) (0.270) (0.272) (0.272) 

지리적 인접성 -0.108 0.059 0.056 0.045 
 (0.163) (0.195) (0.196) (0.196) 

사안중요성(도전국) 0.107 0.031 0.037 0.036 
 (0.101) (0.118) (0.118) (0.118) 

사안중요성(대상국) 0.368*** 0.445*** 0.437*** 0.439*** 
 (0.104) (0.129) (0.129) (0.129) 

상수 -5.803*** -6.537*** -6.601*** -6.515*** 
 (0.342) (0.632) (0.621) (0.626) 

Observations 9,216 5,549 5,494 5,494 

Log Likelihood -1,187.488 -823.290 -821.530 -821.449 

Akaike Inf. Crit. 2,388.976 1,662.580 1,659.059 1,658.897 

Note: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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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Ⅳ-2]는 영토분쟁의 도전국의 전면전 개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이다. 먼저 통제변수가 미치

는 영향만을 확인하는 모형(1)에서 상호 민주주의는 도전국의 군사력 사용

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상호 민주주의의 전면전 발생 억제 효과는 

도전국의 동맹의 영향이 포함된 모형(2)에서 모형(4)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

었다. 

다음으로 지리적 인접성은 모든 모형에서 영토분쟁 도전국의 전면전 

개시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표 Ⅳ

-1]에서 지리적 인접성이 저강도 군사력 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한 것과는 대조된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영토분쟁 국가 간에 군사력 충돌이 

발생하면, 곧 전면전으로 발전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사안의 중요성이 도전국 전면전 개시에 미치는 영향은 대상국이 느끼

는 사안 중요성에 한해 제한적으로 확인되었다. 영토분쟁 대상국이 생각하

는 분쟁 사안의 중요성은 통제변수의 영향만을 확인했던 모형(1)에서만 통

계적 유의미성을 가졌다. 반면 방어동맹과 인접국 방어동맹의 영향이 포함

된 모형(2)와 모형(3)에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상실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정된 국력비는 도전국의 저강도 군사력 사용 증가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것과는 달리, 도전국의 전면전 개시에는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전국은 동맹을 포함한 자국의 

세력이 상대 세력보다 강하다고 하더라도, 전면전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동

맹과 공세성 사이에 선형적 관계가 존재한다면 동맹으로 인해 자국의 세력

이 강해지는 경우 보다 공격적으로 행동해야 하지만, 실제 나타난 공격적인 

행동의 상한선은 저강도 군사력 사용이었다. 즉 동맹의 능력과 군사력 사용 

사이에는 선형적 관계가 아닌 비선형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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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전면전 개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지스틱 회귀분석) 
 종속변수 

 도전국의 전면전 개시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방어동맹  0.665***   

  (0.210)   

강대국 방어동맹   0.180  

   (0.155)  

인접국 방어동맹    0.494*** 
    (0.180) 

조정된 국력비 -0.491 0.024 -0.132 -0.070 
 (0.439) (0.790) (0.805) (0.794) 

상호 민주주의 -0.367*** -0.415*** -0.399** -0.405*** 
 (0.141) (0.155) (0.160) (0.155) 

동맹 포트폴리오 -0.044 -0.234 -0.237 -0.284 
 (0.177) (0.212) (0.212) (0.214) 

지리적 인접성 0.752*** 1.183*** 1.187*** 1.189*** 
 (0.145) (0.193) (0.195) (0.194) 

사안중요성(도전국) -0.084 -0.001 0.023 0.009 
 (0.086) (0.100) (0.102) (0.101) 

사안중요성(대상국) 0.179** -0.006 -0.031 -0.014 
 (0.085) (0.106) (0.107) (0.106) 

상수 -3.726*** -4.255*** -3.723*** -4.005*** 
 (0.255) (0.483) (0.459) (0.472) 

Observations 9,216 5,549 5,494 5,494 

Log Likelihood -1,485.524 -951.815 -954.772 -951.327 

Akaike Inf. Crit. 2,985.048 1,919.631 1,925.544 1,918.654 

Note: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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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어동맹이 영토분쟁 도전국의 군사력 사용에 미치는 효과 

방어동맹이 영토분쟁 도전국의 군사력 사용에 미친 평균 효과 

추정치를 [그림 Ⅳ-4]부터 [그림Ⅳ-6]에 표현하였다. 각 그래프에서 검은 

점은 방어동맹이 군사력 사용에 미친 효과에 대한 평균 추정치이며, 

세로선은 95% 부트스트랩 신뢰 구간을 의미한다. 

먼저 방어동맹이 전면전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군사력 사용을 

촉진하는 효과는 동맹 형성 이후 2년에 걸쳐 나타난다([그림 Ⅳ-4] 좌측 

그래프). 영토분쟁의 도전국은 방어동맹을 통해 보호국을 가지게 된 

시점(t+0)에서 보호국을 가지지 않는 영토분쟁 도전국에 비해 전면전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군사력을 평균적으로 3.47% 가량 더 많이 사용하였다. 

방어동맹 형성 다음 해(t+1)에는 평균적으로 5.21% 가량 군사력을 

사용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동맹 형성 2년 뒤(t+2)에는 오히려 보호국을 

가지는 영토분쟁 도전국이 보호국을 가지지 않는 도전국보다 전면전 이전 

수준의 저강도 군사력을 적게 사용하는 경향(-5.2%)이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무의미했다. 방어동맹 형성 후 4년이 지나면 영토분쟁 도전국은 

동맹이 없는 도전국에 비해 저강도 군사력을 평균적으로 약 6.08% 가량 

높게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51 

방어동맹이 영토분쟁 도전국의 전면전 개시에 미치는 영향은 동맹 

형성 시점으로부터 2년 뒤(t+2)에 나타난다([그림 Ⅳ-4] 우측 그래프). 

보호국을 가진 영토분쟁 도전국이 보호국을 가지지 않는 영토분쟁 도전국에 

비해 전면전을 일으킬 확률은 평균적으로 9.13% 낮다. 반면 동맹 형성 

시점으로부터 4년 뒤에는 방어동맹이 영토분쟁 도전국의 전면전 개시 

확률은 방어동맹이 없는 도전국에 비해 평균적으로 4.3% 높다. 

 

 
51  선도값(lead)을 방어동맹 형성 이후 5년(t+5)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 추정치는 
대체로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값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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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방어동맹이 도전국 군사력 사용에 미치는 효과52  

(좌: 전면전 이전 수준의 저강도 군사력 사용 / 우: 전면전 개시) 

 

영토분쟁 도전국은 방어동맹을 통해 보호국을 가지게 되면 약 2년 간 

군사력을 활발하게 사용하지만, 전면전을 일으킬 정도로 고강도의 군사력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는 방어동맹을 통해 조정된 국력비가 자국에 

유리하게 변화하였으나, 전면전을 일으킬만큼 충분히 큰 변화가 아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저강도의 군사력을 사용하여 영토분쟁에서 더 많은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영토분쟁 도전국이 강대국 방어동맹을 형성할 때 군사력 

사용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그림 Ⅳ-5]). 강대국 

 
52 방어동맹이 영토분쟁 도전국 군사력 사용에 미치는 평균 효과 추정치와 표준오차
는 아래 표와 같다. 
 

 전면전 이전 수준 군사력 사용 전면전 개시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t+0 0.0348* (0.0229) 0.0260  (0.0233) 
t+1 0.0522* (0.0332) -0.0304  (0.0342) 
t+2 -0.0522  (0.0326) -0.0913* (0.0557) 

t+3 0.0000  (0.0469) 0.0217  (0.0479) 
t+4 0.0608*  (0.0361) 0.0434* (0.0301) 

주1. 표준오차는 1,000번 반복 부트스트랩에 의해 구함. 
주2. * : 95% 부트스트랩 신뢰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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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동맹을 형성하고 1년이 지나면 영토분쟁 도전국이 저강도의 군사력을 

사용할 확률이 강대국 방어동맹이 없는 도전국에 비해 평균적으로 5%가량 

높다([그림 Ⅳ-5 좌측 그래프]. 동맹 형성 이후 2년이 지나도 강대국 

방어동맹의 효과가 약하게 지속되어 영토분쟁 도전국이 저강도의 군사력을 

사용할 확률이 평균적으로 약 2.5% 가량 높게 나타난다. 강대국 동맹 형성 

3년 이후부터는 동맹이 도전국의 저강도 군사력 사용에 미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 Ⅳ-5] 강대국 방어동맹이 도전국 군사력 사용에 미치는 효과53  

(좌: 전면전 이전 수준의 저강도 군사력 사용 / 우: 전면전 개시) 

 

 
53  강대국 방어동맹이 영토분쟁 도전국 군사력 사용에 미치는 평균 효과 추정치와 
표준오차는 아래 표와 같다. 
 

 전면전 이전 수준 군사력 사용 전면전 개시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t+0 0.0375 (0.0370) -0.0125* (0.0109) 
t+1 0.0500* (0.0373) 0.0250* (0.0213) 
t+2 0.0250* (0.0170) 0.0250* (0.0213) 

t+3 0.0125  (0.0186) -0.0250  (0.0404) 
t+4 0.0000 (0.0447) -0.0125 (0.0379) 

주1. 표준오차는 1,000번 반복 부트스트랩에 의해 구함. 
주2. * : 95% 부트스트랩 신뢰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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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 방어동맹은 영토분쟁 도전국의 전면전 개시 확률에도 

단기적이고 약한 영향을 미친다([그림 Ⅳ-5 우측 그래프]). 동맹이 형성된 

해(t+0)에는 강대국 동맹이 없는 도전국에 비해 전면전을 개시할 확률이 

평균 1.25% 가량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도전국이 강대국과 방어동맹을 

형성하고 1~2년이 되는 해에는 강대국 동맹이 없는 도전국에 비해 

전면전을 개시할 확률이 평균 2.5% 가량 높게 나타난다. 강대국 방어동맹의 

효과는 동맹 형성 3년이 지난 시점부터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 

강대국 방어동맹은 형성 초기에 영토분쟁 도전국의 저강도 군사력 

사용 및 전면전 개시 확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전국이 강대국을 보호국으로 가지게 되면, 조정된 국력비가 전면전을 

감수해도 될 만큼 도전국에게 유리한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인접한 국가와 방어동맹을 형성한 영토분쟁 도전국의 

군사력 사용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그림 Ⅳ-6]).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와 방어동맹을 형성한 영토분쟁 도전국은 인접한 방어동맹이 없는 

국가에 비해 동맹을 형성한 해(t+0)에 저강도의 군사력을 평균적으로 약 

3.07%가량 더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그림 Ⅳ-6] 좌측 그래프). 이후 

2년 간 인접국 방어동맹의 효과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다. 인접국 동맹 형성 이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인접국 방어동맹이 저강도 군사력 사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역시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결과였다. 인접국 방어동맹의 효과는 동맹 형성 

4년(t+4)이 되는 해에 제한적으로 나타나, 인접국 방어동맹을 형성한 

국가는 인접국 동맹이 없는 국가에 비해 평균적으로 1.53%가량 저강도의 

군사력을 더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영토분쟁 도전국은 인접국 방어동맹을 형성하면, 인접국 동맹이 없는 

도전국에 비해 전면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낮아졌다([그림 Ⅳ-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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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그래프). 도전국은 인접국 동맹 형성 1년이 지나면 동맹을 가지지 

않는 도전국에 비해 전면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평균 4.61%가량 낮았다. 

동맹 형성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인접국 동맹이 도전국의 전면전 

가능성을 평균 9.23%가량 낮추었다. 인접국 동맹의 효과는 동맹 형성 

4년이 지나면 역전되어, 인접국 동맹을 형성한 도전국이 그렇지 않은 

도전국에 비해 전면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평균 1.53%가량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Ⅳ-6] 인접국 방어동맹이 도전국 군사력 사용에 미치는 효과54  

(좌: 전면전 이전 수준의 저강도 군사력 사용 / 우: 전면전 개시) 

 

 
54  인접국 방어동맹이 영토분쟁 도전국 군사력 사용에 미치는 평균 효과 추정치와 
표준오차는 아래 표와 같다. 
 

 전면전 이전 수준 군사력 사용 전면전 개시 

 추정치  (표준 오차) 추정치  (표준 오차) 

t+0 0.0307* (0.0199) 0.0000 (0.0178) 
t+1 0.0153 (0.0230) -0.0461* (0.0260) 
t+2 -0.0307  (0.0473) -0.0923* (0.0516) 

t+3 0.0615  (0.0766) 0.0461 (0.0660) 
t+4 0.0153* (0.0137) 0.0153* (0.0137) 

주1. 표준오차는 1,000번 반복 부트스트랩에 의해 구함. 
주2. * : 95% 부트스트랩 신뢰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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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국 방어동맹은 영토분쟁 도전국의 저강도 군사력 사용의 

가능성을 다소 높이는 경향이 있지만, 전면전을 일으킬 가능성을 낮추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와 방어동맹을 형성한 도전국은 영토분쟁이 

전면전으로 확전될 것이라고 예상하더라도,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보호국으로부터 군사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저강도 군사력을 

사용하려고 할 수 있다. 반면 영토분쟁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보호국은 

자국과 가까운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영토분쟁 도전국의 이해에 따라 자국에게 불필요한 전쟁에 연루될 가능성을 

두려워 하거나, 자국에 전쟁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소결 

 

방어동맹이 영토분쟁 도전국의 군사력 사용에 미치는 효과는 

전면전을 기준으로 나눈 군사력 사용의 강도(저강도/고강도)와, 동맹 형성 

기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방어동맹을 가진 도전국은 방어동맹을 

가지지 않은 도전국에 비해 전면전 이전 수준의 저강도 군사력 사용 

가능성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그 효과는 단기적(동맹 형성 이후 

1년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대국 방어동맹과 인접국 방어동맹 역시 

도전국의 저강도 군사력 사용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반면 방어동맹을 가진 도전국은 동맹이 없는 도전국에 비해 전면전을 

일으킬 평균적인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방어동맹이 고강도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낮추는 현상은 동맹 형성 2년 뒤에 일시적으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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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으로 인접한 방어동맹의 경우에도 유사한 효과가 관측되었다. 즉 

일반적인 방어동맹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방어동맹에서는 동맹과 군사력 

사용의 비선형적 관계가 제한적으로 확인되었다. 

영토분쟁 도전국이 강대국 방어동맹을 가지는 경우 강대국 

방어동맹이 없는 도전국에 비해 전면전을 일으킬 확률이 높았다. 강대국 

방어동맹으로 인해 동맹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효과가 고강도 군사력 

사용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강력한 보호국으로부터 자국의 안전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하는 도전국은 영토분쟁에 대해 가진 사적정보를 이용해 

군사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한편 방어동맹이 군사력 사용에 서치는 효과가 매우 단기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체로 동맹 형성 시점부터 2년까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야기했으며, 동맹 형성 이후 4년에 예외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관측되었다. 그러나 동맹 형성 이후 5년이 넘는 시점에 

대해 동맹 효과 추정을 시도하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영토분쟁 도전국이 형성한 방어동맹의 단기적인 효과에 대해 세 가지 

가설을 제기할 수 있다. 먼저 영토분쟁 도전국의 공세성 강화로 인해 위협 

받은 영토분쟁 대상국이 대항 동맹을 형성할 수 있다. 영토분쟁 대상국이 

외부적 균형을 실시하면, 도전국이 동맹 형성을 통해 만든 국력비의 우위를 

통해 누리던 협상력 상승 및 군사력 분쟁 승리 가능성이 상쇄된다. 다만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 사용된 조정된 국력비가 영토분쟁 도전국에 대항하는 

세력의 국력을 일부 반영하고 있는데, 동맹을 형성한 영토분쟁 도전국은 

조정된 국력비가 유사하지만 동맹을 형성하지 않은 도전국에 비해 군사력 

사용 확률이 제한적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호국이 연루를 피하기 위해 영토분쟁 도전국의 군사력 

사용을 통제하려 할 수 있다. 영토분쟁 도전국에서 동맹 형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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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지만, 보호국이 연루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동맹국을 통제하려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동맹 형성의 효과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영토분쟁 도전국과 보호국 사이의 동맹 정치에 

따른 연루 위험 통제는 별도의 모형을 사용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한계로 인해 동맹의 효과를 제한적으로 추정하는 

문제가 있다. 먼저 관측자료를 매칭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측값이 필요한데,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의 관측값이 매칭 방법을 사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동맹 형성 5년 이전(t-5)의 기록을 

매칭하는 경우 추정을 위해 필요한 처치집단/대조집단이 충분하게 형성되지 

않았다. 이러한 영토분쟁에 대한 ICOW 프로젝트의 데이터가 갱신되어 

영토분쟁 사례가 증가하는 경우 극복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55  

 
55 영토분쟁에 대한 ICOW 데이터는 2019년 11월 현재 1816년부터 2000년까지의 
자료를 제공한다. ICOW 프로젝트는 2020년에 가장 최근의 사례를 포함한 데이터

를 갱신할 예정이며, 이후 매년 봄에 자료를 갱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ICOW 
project schedule of Future Data Releases, <http://www.paulhensel.org/ 
icow.html#sched> (최종 검색일: 2019.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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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쿠릴열도 영토분쟁 

 

 

 

 

태평양 전쟁이 종료되기 직전 시작된 쿠릴열도 영토분쟁은 초기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50년대 초중반 일본이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양국 간 낮은 수준의 군사력충돌은 . 

20세기에 들어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2006년 8월 쿠릴열도 근해에서 

조업하던 일본 어선에 대해 러시아 국경경비대가 공격을 가해 일본 어부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다. 56  2018년에는 러시아가 

쿠릴열도에 대한 방어를 증강하기 위해 해안방어체계와 전투비행부대를 

추가 배치하였다. 57  일본은 러시아의 군사적 조치에 반발하며 

‘북방영토(쿠릴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쿠릴열도 인근의 방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58  

 
56 한겨례, ‘남쿠릴열도 일본선원 피격사망’ (2006. 8. 17.)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49916.html (검색일 2019. 10. 20.) 
한편 2010년에도 쿠나시르 섬 인근에 접근하던 일본 어선에 대한 러시아 국경 수

비대의 사격이 있었다. 연합뉴스, ‘러시아, 표류 日어선 2척에 총격’ (2010. 1. 30.)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0/01/30/0601280100AKR201001
30067200009.HTML?template=2088 (검색일: 2019. 10. 20.) 
57 Sputnik, ‘Russia to Deploy Combat Jets on Kuril Island of Iturup’ (2018. 1. 2.) 
https://sputniknews.com/asia/201802011061257492-russian-jets-kurils-iturup/ 
(검색일: 2019. 10. 20.) 한편 이러한 러시아의 병력 배치 발표가 과장되었다는 추측

이 제기되었다. The Diplomat, “Is Russia’s Military Deploying 10,000 Additional 
Troops on the Kuril Islands?” (2017. 3. 1.) https://thediplomat.com/2017/03/is-

russias-military-deploying-10000-additional-troops-on-kuril-islands/ (검색일: 
2019. 10. 20.) 
58  연합뉴스, “러시아 쿠릴열도 사단 병력 배치 계획은 비현실적” (2017.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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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양국이 현재까지 갈등하는 사안인 쿠릴열도 영토분쟁은 태평양 

전쟁 막바지 소련이 사할린과 쿠릴열도 지역을 점령하며 발생했다. 이때 

소련이 점령한 지역 가운데 쿠릴열도 최남단 4개의 섬이 쿠릴열도 

영토분쟁의 대상이다. 59  쿠릴열도 영토분쟁은 일본의 ‘2도 반환론’을 수용한 

소련이 1955년 개최된 런던 교섭에서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일본에 

양도하면서 종료될 수 있었으나, 일본이 돌연 ‘4도 반환론’을 주장하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미국이 1955년에 일본의 4도 

반환론을 지지하였고, 미국의 지지를 통해 일본이 4도 반환 주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보인다. 

 

 

 

1. 쿠릴열도 영토분쟁에 관한 기존 연구 

 

쿠릴열도 영토분쟁에 대한 국내 학계의 기존 연구는 쿠릴열도에 관한 

러시아(소련)와 일본의 입장차이를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하거나, 쿠릴열도에 

대한 러시아 또는 일본 내부의 외교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입장차이를 분석한다. 먼저 쿠릴열도에 대한 양국관계를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하는 연구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과 일본이 전후처리에 관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07/0200000000AKR2017030715
1600009.HTML (검색일: 2019. 10. 20.) 
59  러시아와 일본은 영토분쟁 대상이 되는 4개 섬(일본 훗카이도 북서쪽에 위치한 
쿠나시르(Кунашир, 国後島), 이투루프(Итуруп, 択捉島), 하보마이 군도(Малая 

Курильская гряда, 歯舞郡島), 시코탄(Шикотан, 色丹島))을 각각 ‘쿠릴열도(러

시아)’, ‘북방영토(일본)’로 칭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주장을 직접∙간접적으로 인
용하는 부분이 아닌 경우, 분쟁의 대상이 되는 4개 섬을 실효적 지배 하는 러시아
의 표기에 따라 쿠릴열도로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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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소련이 서명하지 않은 것을 쿠릴열도 

영토분쟁 발생 및 지속 요인으로 본다. 60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제2조 

3항에서는 일본이 쿠릴열도와 사할린 등에 대한 모든 권리와 주장을 

포기(renounce)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쿠릴열도와 

사할린에서 철수하고, 소련이 사실상 쿠릴열도의 영유국가가 되었다. 

소련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서명을 거부함에 따라 양국은 

별도의 평화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양국은 1955년부터 

이듬해까지 평화 협정을 위해 런던에서 교섭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쿠릴열도와 사할린 남부에 대한 영토 청구권을 제기했고, 소련이 

거부함에 따라 평화협정은 보류되었다. 결국 양국은 공동선언을 채택하며 

외교관계를 복원하는 수준에서 협상을 매듭지었다. 이 공동선언의 제9항에 

따르면, 양국이 향후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소련이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 섬을 일본에 양도하게 된다.61 양국 간 선(先) 평화협정, 2개 

섬에 대한 후(後) 양도가 이루어지는 이 결정은 이른바 ‘1956년 모델’로서,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러시아가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다. 62  이처럼 

소련이 서명하지 않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문제와 1956년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는 연구들은 양국의 입장 차이를 보여주는 데 그쳤으며, 

쿠릴열도 영토분쟁의 심화 요인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보인다. 

한편 국내정치적 차원에서 쿠릴열도 문제를 접근하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먼저 러시아의 중앙-지방 관계를 통해 쿠릴열도 영유권 논쟁에 

 
60 우준모, 김종헌, 2014, “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갈등 쟁점과 함
의,” 『중소연구』 37권 4호, pp. 215-250.  
61 우준모, 김종헌, 2014, pp. 221-222. 
62 제성훈, 2012, “러시아는 왜 ‘1956년 모델’을 원하는가?,” 『국제학논총』, 18, pp. 
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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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러시아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을 설명하는 연구가 있다.63  소련시절에는 

중앙의 강력한 통제로 인해 지방이 대외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연이은 정책 실패에 따라 중앙은 권위를 

상실하였고, 새로운 중앙-지방 관계의 제도화에 실패하여 지방의 자율성이 

강화되었다. 64  사할린 주정부는 영토협상과 관한 중앙의 정책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경제회복을 위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던 

중앙의 정책은 쉽게 달성되기 어려웠다. 한편 2000년 푸틴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중앙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실시하여 지방이 중앙에 미치는 

영향은 축소되었다. 사할린 주정부는 여전히 영토협상을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하였지만, 중앙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졌다. 사할린 

주정부의 영토 협상 반대는 중앙이 일본과의 영토협상에서 가지는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의미를 가진다.65 

한편 일본의 입장에서 ‘북방영토’가 왜 특수한 국가 이익으로 규정 

되는지 점검하는 연구가 존재한다. 66  저자들은 일본이 ‘북방영토’, 즉 

쿠릴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쿠릴열도가 가지는 전락적∙경제적 

 
63 제성훈, 2016, “러시아 대외정책 결정 및 수행과정에서 지방의 역할: 남쿠릴열도 

영유권 논쟁사례를 중심으로,”『글로벌정치연구』 9(3), pp. 131-154.  
64 제성훈, 2016, pp. 141-142. 대표적으로 1995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방의 행정
부∙입법부 수장은 연방의회 의원을 겸직하게 되어, 지방의 중앙에 대한 영향력이 강

화되었다. 
65 제성훈, 2016, p. 150. 신호 이론에 따라 이해할 수 있다. 협상에 임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또는 집권정당)는 상대국가와의 협상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다음 

선거에서 처벌(낙선 또는 여당 지위 상실)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는 국내의 반대여론에 따른 청중 비용(audience cost)을 계산하여 협
상에 임하게 되며, 상대국가는 이것을 신뢰할 만한 신호(credible signal)로 수신하게 

된다. 사할린 주정부의 반대에 따라 국내정치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러시아와 일
본의 협상에서 러시아의 주장의 신뢰성을 강화하여 협상력을 제고하게 된다. James 
D. Fearon, 1997, pp. 68-90. 
66 Masato Kimura and David A. Welch, “Specifying “interests”: Japan’s Claim to the 
Nothern Territories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2, No. 2 (1998), pp. 2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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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때문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반박한다. 러시아가 극동에 배치한 군대를 

전략적으로 의미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호크츠해 어업 활동이 이미 

보장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쿠릴열도의 섬들에 대해 내재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인의 정체성 회복과 연관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67 

기존 연구들은 러시아(소련)과 일본의 양국관계 또는 국내적 외교정책 

형성 과정에 근거하여 쿠릴열도 영토분쟁을 설명하였으나, 쿠릴열도 

영토분쟁이 초기에 봉합되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포함한 설명이 부족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이 

1950년대 초반까지 고려하고 있던 ‘2도 반환론’에서, 1955년 ‘4도 

반환론’으로 공세성이 강화된 입장을 취하는데 미국이 미친 역할에 

주목한다. 2절에서는 먼저 미국의 문서들을 통해 쿠릴열도에 대한 미국의 

판단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함께 서명된 ‘일본과 미국 간의 안전 보장 조약(Security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이후 일본의 공세성 강화에 따른 소련과의 

쿠릴열도 문제의 고착화 과정을 보인다. 

 

 

 

2. 미일동맹과 쿠릴열도 분쟁의 심화 

1) 쿠릴열도 영토분쟁 초기 논쟁과 2도 반환론 

쿠릴열도 영토분쟁 초기에는 쿠릴열도의 지리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논쟁이 있었다. 일본 내에서도 쿠릴열도의 범위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쿠릴열도가 소련과 일본(미국) 사이의 ‘협상 

 
67 Kimura and Welch, 1998, p.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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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bargaining point)’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68  그러면서 

미국은 ‘남사할린과 쿠릴열도는 소련에게 이양(hand over)’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일본의 영토는 ‘쿠릴 열도를 제외한 일본의 본토 4개 섬과 본토에 

인접한 내륙 부속 도서에 한정’된다고 보았다.69 

그러나 1947년의 시점부터 미국 국무부는 쿠릴열도에 대한 역사, 

인구 구성,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면서 ‘소련이 이투루프와 쿠나시르를 

소련이 보유(retain)’하더라도,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 군도는 일본의 

영토로 남을 수 있다(the “Shikotan archipelago” might well remain 

Japanese)’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70  이러한 미국의 입장 변화는 일본과의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났다.71 일본이 1950년대 초반까지 

가지고 있던 ‘2도 반환론’의 생각을 미국의 문서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미국은 한국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미국은 최초 협상안에 사할린 남부 및 쿠릴열도를 

소련에 양도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러나 최종안에서는 “일본이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에 대한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규정만을 

포함하면서 소련의 영유권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다. 소련의 

 
68 “Minutes of the Inter-Divisional Area Committee on the Far East, “Consideration: 

Disposition of the Ryukyu (Liuchiu) Islands; Disposition of Southern Sakhalin and 
the Kurile Islands,” USNARA Doc. No. NA (1946. 2. 12.), p. 2., 이후 인용하는 미
국 국립문서보관소(US NARA) 소장 쿠릴열도 관련 미국 문서들은 모두 다음 자료

집에서 인용하였음. 이석우,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쿠릴, 센카쿠섬 관련 자료,” 
『서울국제법연구』9권 2호, pp. 67-191. 
69 “Inter-Divisional Areaa Committee on the Far East, “Disposition of Outlying and 

Minor Japanese Islands,” USNARA Doc No. N/A, pp. 1-2. 
70 US Department of State, “Memorandum by Mr. S.W. Boggs: Disposition of the 
Kuriles in the Treaty with Japan,” USNARA Doc. No. N/A (1947. 6. 23.).  
71 US Department of State Office Memorandum, “Background of Draft of Japanese 
Peace Treaty,” USNARA 740.0011 PW (Peace)/1-3048 CS/W. ‘Analysis of the 
Japanese Peace Treaty Draft of January 8, 1948,’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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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미코(Andrei Gromyko) 제1외무차관은 미국의 변경된 협상안에 

반대하며 일본이 사할린 남부 및 쿠릴열도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원칙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련의 

반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련은 미국 중심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서명하지 않게 되었다.72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 일본 외교 관료들은 쿠나시르와 이투루프를 

포기하고, 하보마이와 시코탄 2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2도 반환론’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쿠릴열도에 대한 주권을 소련에게 양도하였는데, 

쿠릴열도의 범위에 대한 논쟁이 4도를 둘러싼 분쟁의 원인이었다. 일본이 

주장하는 2도 반환론이란 쿠나시르와 이투루프로 구성된 남쿠릴열도가 

소련에게 주권을 양도한 쿠릴열도에 포함되며, 하보마이와 시코탄은 

쿠릴열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그림 Ⅴ-1]). 2도 반환론은 

샌프란시스코 회의 이후 일본 외무성 관계자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73  

 

‘(일본이 포기한) 치시마의 범위에 대해서는 북치시마(북쿠릴열도)와 

남치시마(남쿠릴열도) 양자를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치시마와 북치시마는 역사적으로 보아 그 입장이 전혀 다른 것은 

이미 (요시다 시게루)전권이 샌프란시스코 회의의 연설에서 밝힌 

대로입니다’ (1951년 10월 19일, 니시무라 쿠마오 조약국장)74 

 

‘쿠릴 아일랜드가 자잘하게 북치시마, 중치시마, 남치시마로 나눠지며, 

북치시마는 쿠릴 아일랜드이고, 남치시마는 전혀 별개의 섬이라는 

해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1951년 10월 20일, 쿠우바 루우엔 

외무차관)75 

 
72 우준모, 김종현, 2014, pp. 232. 
73  최태강, 『 동북아의 영토분쟁: 러-일 관계를 중심으로 』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8) pp. 60-61. 
74 최태강, 2018, p. 60에서 재인용함. 
75 최태강, 2018, p. 60에서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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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쿠릴열도 분쟁 초기 협상 영역(1947~1955) 

 

 

 

2) 소련과 일본의 런던 교섭과 4도 반환론 

소련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과 

소련은 별도의 평화조약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양국은 1955년 

6월부터 런던에서 평화조약 체결을 목적으로 교섭을 가졌다. 소련은 일본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일본과의 쿠릴열도 문제를 해결하여 

평화조약을 체결할 필요성을 느꼈다. 1955년 8월에 소련의 대표 

말리크(Yakov Alexandrovich Malik)가 마츠모토에게 주일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양도할 수 있음을 밝혔다. 76  런던교섭 

초기에는 소련의 양도에 따라 쿠릴열도 문제의 해결과 양국 간 평화조약 

체결의 가능성이 잠시 존재했다. 

그러나 2도 반환론을 고려하며 교섭에 임하던 일본은 1955년 10월 

4도 반환론을 주장하며 협상에서 공세성을 강화했다([그림 Ⅴ-2]). 소련은 

자신들의 2도 반환 제안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공세성 강화에 분노하며 더 

이상의 회담을 거부하게 된다. 일본의 4도 반환론 주장에 따라 쿠릴열도 

분쟁 해소와 소련과 일본의 평화조약 체결의 가능성은 낮아졌다. 

협상을 결렬시킨 일본의 4도 반환론은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76 소련은 의도적으로 반환이 아닌 양도(передач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반환

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는 하보마이와 시코탄이 원래 일본의 영토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지만, 양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게되면 공식적으로 소련의 영토인 두 섬을 

일본의 이익을 고려하여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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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시점에서 미국은 동맹국에 대한 안보적 고려와 소련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의 4도 반환론에 대해 고려하기 시작했다. 미 국무부는 

‘이 영토(에토로푸와 쿠니시리) 반환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반대하지 않을 

것(we would not like to discourage the Japanese from pressing their claim to 

this territory)’이라고 결정했다. 77  이후 미 국무부는 일본 대사에게 보내는 

메모에서 ‘쿠릴열도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과 연합국 및 일본이 소련의 

(쿠릴열도) 영토 병합 주장에 대해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미국은) 일본의 (에토로푸와 쿠니시리) 반환 주장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78 

 

 

[그림 Ⅴ-2] 1차 런던 교섭에서 협상 영역의 변화 

1) 교섭초기 협상 영역(1955년 8월 시점) 

 

2) 교섭후반 협상 영역(1955년 10월 이후) 

 

 

 
77 US Department of State, “Office Memorandum from Mr. McClurkin (NA) to Mr. 
Robertson (FE): Japanese Claim to Etorofu and Kunashiri,” USNARA Doc No. 

661.941/10-445.  
78 US Department of State, “Memorandum handed to Ambassador Tani,” USNARA 
Doc. No. 661.94/10-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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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런던교섭에서 일본의 공세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평화회담의 

재개를 희망한 소련에 의해 1956년 1월부터 2차 런던 교섭이 열렸지만, 

일본의 지속된 4도 반환 요구에 의해 결렬되었다. 같은 해 7월 31일 개시된 

모스크바 평화협상에서도 소련은 시코탄과 하보마이 2도를 일본에 

양도하고자 했으나, 일본의 지속적인 4도 반환 요구에 의해 협상은 

결렬되었다.  

1960년 일본과 미국이 1951년 체결했던 안보조약을 개정하면서, 

소련은 쿠릴열도에 대한 일본과의 협상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다.79 미국의 지원에 따른 일본의 공세성 강화가 1955년 평화협정 초기 

단계에서 소련의 양보를 일부 이끌어냈지만, 일본의 지속적인 4도 요구에 

의해 합의에 다다를 수 없었다. 이후 1960년 미국과 일본의 동맹 강화로 

인해 소련은 2도 양도 제안이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게 된 것이다. 

미일안보조약이 개정된 1960년 이후 일본은 쿠릴열도 4개 섬을 

‘북방영토’라 명하고, ‘북방영토’가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훗카이도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쿠릴열도 출신 

주민들을 동원하였고, 1981년부터는 매년 2월 7일을 “북방영토의 날”로 

지정하여 4개 섬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80 현재까지 

일본은 쿠릴열도 영토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4개 섬에 대한 완전한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81 

 
79 신미일안보조약이라고 불리는 1960년 일본과 미국의 개정된 안보조약의 공식 명
칭은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Treaty of Mutual Cooperati

on and Securi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이다. 
80 일본 내각 북방대책본부, ‘북방영토의 날’ http://www8.cao.go.jp/hoppo/henkan/ 

02.html (검색일: 2018. 10. 17.) 
81 일본 외무성, ‘일본의 기본적 입장’ https://www.mofa.go.jp/region/europe/ 
russia/territory/overview.html (검색일: 2019. 10. 17.) 일본은 북방영토가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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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쿠릴열도에 대한 각국의 입장 변화 

 1945 1951 1955~1956 1960~ 

사건 

태평양 전쟁 종료 

시점 소련이 쿠릴열도 

남단 점령 

샌프란시스코 조약 

미일안보조약 

소련과 일본의 

평화조약 협상  
신미일안보조약 

미국 모호한 입장 

2개 도서(하보마이, 

시코탄)는 일본의 

영토 

4개 도서 반환론 지지 일본 입장 지지 

일본 
쿠릴열도는 일본의 

영토 
2개 도서 반환론 

2개 도서 반환론 

→ 4개 도서 반환론 
4개 도서 반환론 

소련 
쿠릴열도는 소련의 

영토 

4개 도서 요구 

(샌프란시스코 조약 

서명 거부) 

2개 도서(하보마이, 

시코탄) 양도 가능 

미일동맹 강화로 협상 

불가 

 

  

 

로 반환되는 경우, 과거 스탈린이 일본 주민을 내쫓은 것과는 달리, 현재 북방영토
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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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본 연구는 방어동맹이 영토분쟁 도전국의 공세성에 비선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확인했다. 방어동맹을 형성한 영토분쟁 도전국은 방어동맹을 

형성하지 않은 도전국에 비해 저강도의 군사력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효과는 동맹 형성 시점부터 1년 뒤까지 단기간 동안 유지되었다. 

반면 방어동맹 형성 2년이 지나면 도전국의 전면전 발생 가능성이 동맹을 

형성하지 않은 국가에 비해 낮아졌다. 일반적으로 방어동맹은 형성 초기에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평균적으로 높이는 반면, 전면전의 가능성을 

평균적으로 낮추었다. 

강대국 방어동맹의 경우 낮은 수준의 군사력 사용과 전면전의 

가능성을 모두 높이는 효과를 보였다. 기존 연구에서 방어동맹은 국가의 

군사력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영토분쟁 도전국의 강대국 방어동맹은 군사력 사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를 군사력 연구 

영토분쟁의 도전국이 강대국 방어동맹으로 인해 위험 수용 성향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가 낮은 수준의 군사력 

사용에 그쳐 전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대국 동맹이 

영토분쟁 도전국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동맹 효과의 측정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동맹 유지의 차원에서 강대국의 

동맹통제에 대해서는 분석을 제공하지 않았다. 강대국 방어동맹이 초래하는 

도덕적 해이의 수준을 낮추어 영토분쟁 도전국이 전면전을 개시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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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동맹 통제 방안은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영토분쟁 도전국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낮은 수준의 군사력 사용이 

대상국의 양보로 이어지고, 대상국의 양보가 전면전 발생의 가능성을 

낮추었다는 본 연구의 인과 관계의 흐름을 완전하게 입증하지 못했다. 

COW 데이터 및 ICOW의 영토분쟁 데이터에는 영토 분쟁 사안에서 

분쟁국가들의 양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향후 

데이터가 개선되어 영토분쟁 대상국의 영토 양보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면 

동맹의 도덕적 해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매칭을 이용한 추정 방법에서 공변량과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 지적할 수 있다. 매칭을 통한 추정의 값이 정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가정을 만족해야 한다. 한 단위의 변화가 다른 단위 관측값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한 시점의 공변량과 종속변수가 다음 시점의 

공변량 및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되어야 하고, 통제집단 관측값의 

경향이 유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영토분쟁 국가쌍에서 발생한 

군사적 충돌이 다른 영토분쟁 국가쌍의 군비강화 및 동맹 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러한 가정은 다소 비현실적이나, 현재 패널 

자료에 대한 매칭 방법이 발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관측자료가 대한 위의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매칭 방법을 통한 가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 동맹 및 영토분쟁 

관련 자료의 발굴, 패널 자료에 대한 매칭 방법의 발전을 통해 추정 방법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먼저 영토분쟁에 직면한 국가가 형성한 신규 방어동맹이 군사력 사용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면서, 동맹 효과 연구의 논의를 심화하였다. 동맹과 



 67 

군사력 사용의 관계가 선형적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기존 연구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동맹이 저강도의 군사력 사용은 촉진하지만, 전면전과 같은 

고강도의 군사력 사용을 대체로 억제하는 효과를 지녀 동맹과 군사력 사용 

사이의 관계가 비선형적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동맹은 형성 초기 시점인 0~2년 사이에서 영토분쟁 

도전국의 군사력 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확인했다. 이는 

동맹의 효과는 동맹 유지 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영토분쟁 국가의 신규 

동맹 형성 또는 외부 지원이 기대되면 군사적 활동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동맹을 새로 형성해야 하는 국가는 분쟁이 군사적으로 

심화될 가능성을 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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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previous literatures on alliance effect have inquir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mation of alliance and outbreak of full-scale war, 

it offered limited information about the effect of alliance on the use of varying 

levels of military forces. Existing studies have drawn simple conclusion, 

arguing that the alliance has a linear effect of facilitating or suppressing 

military conflicts. 

This study, however, argue that the effect of defensive alliance on the 

use of force is non-linear. Using territorial dispute data(ICOW) and alliance 

data(ATOP), I estimated the average treatment effect of the defensive alliance 

on the use of military forces. When the territorial challenger forms a defensive 

alliance, it increases use of military forces in a low-level. In contrast, the 

probability of high-level military force(initiation of war) usage decreases 

when the challenger has at least one defensive alliances. 

The state expecting back-up from the alliances become more assertive. 

The back-up effect of alliance is observed in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Japan and Soviet Union. In the early stage of the Kuril islands dispute, Japan 

had increased its bargaining position more assertive under the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Key Words: Alliance, Assertiveness, Use of Forces, Moral Hazard, 

Territorial Dispute 

Student Number: 2017-26320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        
	제 2 절 논문의 구성

	제 2 장 선행 연구 검토
	제 1 절 동맹과 군사력 사용의 관계에 관한 연구
	1) 동맹과 군사력 사용의 선형적 관계를 가정하는 연구
	(1) 군사분쟁을 억제하는 동맹
	(2) 군사분쟁을 촉진하는 동맹

	2) 동맹과 군사력 사용의 비선형적 관계를 가정하는 연구


	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 대상
	1) 분석 대상
	(1) 방어동맹
	(2) 영토분쟁
	(3) 공세성과 군사력 사용

	2) 분석 시기

	제 2 절 변수설정 및 분석자료
	1) 분석단위 및 데이터
	2) 설명변수
	3) 종속변수
	4) 통제변수
	(1) 조정된 국력비
	(2) 사안 중요성
	(3) 상호 민주주의
	(4) 동맹 포트폴리오
	(5) 지리적 인접성



	제 4 장 실증 분석
	제 1 절 분석 모형
	제 2 절 분석 결과
	1) 영토분쟁 도전국의 방어동맹 형성 분포
	2) 도전국의 군사력 사용과 통제변수의 관계
	3) 방어동맹이 도전국 군사력 사용에 미치는 효과

	제 3 절 소결

	제 5 장 쿠릴열도 영토분쟁
	제 1 절 쿠릴열도 영토분쟁에 관한 기존 연구
	제 2 절 미일동맹과 쿠릴열도 영토분쟁의 심화
	1) 쿠릴열도 영토분쟁 초기 논쟁과 2도 반환론
	2) 소련과 일본의 런던 교섭과 4도 반환론


	제 6 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startpage>10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 제기         1
 제 2 절 논문의 구성 4
제 2 장 선행 연구 검토 7
 제 1 절 동맹과 군사력 사용의 관계에 관한 연구 8
  1) 동맹과 군사력 사용의 선형적 관계를 가정하는 연구 8
   (1) 군사분쟁을 억제하는 동맹 8
   (2) 군사분쟁을 촉진하는 동맹 11
  2) 동맹과 군사력 사용의 비선형적 관계를 가정하는 연구 13
제 3 장 연구 설계 15
 제 1 절 연구 대상 15
  1) 분석 대상 15
   (1) 방어동맹 15
   (2) 영토분쟁 17
   (3) 공세성과 군사력 사용 18
  2) 분석 시기 19
 제 2 절 변수설정 및 분석자료 23
  1) 분석단위 및 데이터 23
  2) 설명변수 24
  3) 종속변수 25
  4) 통제변수 25
   (1) 조정된 국력비 25
   (2) 사안 중요성 30
   (3) 상호 민주주의 32
   (4) 동맹 포트폴리오 33
   (5) 지리적 인접성 34
제 4 장 실증 분석 35
 제 1 절 분석 모형 35
 제 2 절 분석 결과 37
  1) 영토분쟁 도전국의 방어동맹 형성 분포 37
  2) 도전국의 군사력 사용과 통제변수의 관계 42
  3) 방어동맹이 도전국 군사력 사용에 미치는 효과 46
 제 3 절 소결 51
제 5 장 쿠릴열도 영토분쟁 54
 제 1 절 쿠릴열도 영토분쟁에 관한 기존 연구 55
 제 2 절 미일동맹과 쿠릴열도 영토분쟁의 심화 58
  1) 쿠릴열도 영토분쟁 초기 논쟁과 2도 반환론 58
  2) 소련과 일본의 런던 교섭과 4도 반환론 61
제 6 장 결  론 65
참고문헌 68
Abstract 74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