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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후견-피후견 관계의 군사적 요인이 냉전기 미국이 군사원조 

수단을 결정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냉전기 미국은 ‘후견국

의 딜레마’를 타개하기 위해 ‘동맹 조약’과 ‘무기 이전’ 정책을 적절히 선

택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군사원조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

인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후견-피후견 관계의 군사적 요인들은 이러한 

정책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위 연구 질문과 관련하여 최근 등장한 ‘후

견국의 딜레마’ 이론틀을 검증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론틀에 의

거하여 ‘후견국-피후견국 간 안보이익의 공통성’과 ‘피후견국의 상대적 

군사력’을 독립 변수로 하는 가설을 설정한 뒤, 통계 분석을 통해 이론

틀의 보편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후견국과 피후견국 사이의 안보

이익 공통성이 높을수록, 피후견국이 상대적으로 강할수록 동맹 조약 체결 

및 첨단무기 이전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보이익의 

공통성’ 변수에 대해서는 이론틀의 예측과 일치한 결과이지만, ‘피후견국의 

상대적 군사력’ 변수는 이론틀의 예측과 상반된 상관 관계를 갖는 것이다.

이어서 본 논문은 이론틀의 심층적인 검증과 통계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 단일 사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닉

슨, 카터 행정부 시기 한국의 첨단 전투기 도입 시도를 비교했다. 그 결

과, 한국의 군사력이 점진적 우세를 향하던 카터 행정부 시기에 전투기 

이전 논의가 더욱 우호적으로 진행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통계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경향성이었으며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으로 

다음 요인들을 추론할 수 있었다. 첫째로 미국이 첨단무기 이전을 통해 

군사력 균형의 우위를 장기적으로 지속하고자 한 의도를 찾아볼 수 있었

으며, 둘째로 두 시기 한국군의 선제공격에 대한 우려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피후견국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소련과의 관계가 

첨단무기 이전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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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미국의 동맹 조약 체결 정책은 첨단

무기 이전 정책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으나 첨단무기 이전 정책은 동맹 

조약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미국이 동맹 조

약 체결을 가장 높은 수준의 군사원조 수단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둘째, 미국의 군사원조는 약한 자를 억누르고 강한 자를 도와주는 

억약부강(抑弱扶强)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미국의 군

사원조가 시혜적(施惠的) 성격이 아닌 자국 이익에 유용한 피후견국을 

돕는 호혜적(互惠的) 접근에 기반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적 성격을 확인시키면

서, 동시에 한-미 관계에도 현실적,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한국이 지

속적인 미국의 동맹 의무(commitment) 이행을 바란다면, 미국과의 관계

를 우호적으로 유지해야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체적인 군사력 증강을 

병행해야한다. 다시 말해, 본 논문의 연구 결과가 한국에 주는 함의는 

한-미 관계 또한 두 국가 간 이익에 기반한 관계임을 끊임없이 자각하

고 과도한 동맹 의존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어 : 군사원조, 동맹 조약, 무기 이전, 첨단무기, 후견국의 딜레마, 

안보이익의 공통성, 상대적 군사력

학  번 : 2016-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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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구식 무기에 의존하는 것은 차라리 군대가 없는 것만  

못하다. 이는 비용을 낭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짓된   

안심(安心)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 인도 저널리스트 K. Subrahmanyam1)

제 1 절 문제 제기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은 자유 진영의 선도국으로서 우방국의 

안보를 위한 군사원조(military assistance)2)를 시행해왔다. 미국의 군사원조

는 미국의 다양한 국가이익에 따라 여러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 중 대표적인 

수단은 동맹 조약 체결(alliance pact)과 무기 이전(arms transfer)이다.

동맹은 무정부 상태의 국제 체제에서 작게는 자기보존에서부터 

크게는 세계지배에 이르는 국가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대외적 수단이

다.3) 냉전 시기 미국 또한 동맹을 국가이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하였

다. 소련과의 체제 경쟁 속에서 미국은 한국, 대만 등과의 양자 동맹, 

NATO와 같은 다자 동맹을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 유지하고자 하였

다. 이는 소련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와 같은 ‘동맹 경쟁(competition for 

allies)'의 시기에 동맹 조약은 핵심적인 군사원조 수단이었다.4)       

1) “Having obsolete arms and relying on them for security is worse than not 

having an armed force, since the former gives a false sense of security, and 

also costs money.” All India Radio, 18 September 1984.

2) 냉전시기 미국의 군사원조(military assistance)란 미국의 외교정책적, 국가안보정책

적 목적에 의거하여 특정 국가에 대해 미국의 무기(weaponry), 장비(equipment), 자

금(funds), 훈련 지도(training) 등을 이전(transfer)하는 것을 의미한다. William H. 

Mott IV, United States Military Assistance: An Empirical Perspective(Westport: 

Greenwood Press, 2002), p. 5.  

3)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Boston: McGraw-Hill, 

1979). 박건영(역), 『국제정치이론』(서울: 사회평론, 2000), pp. 18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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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기 이전은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conventional) 군사 

장비의 국가 간 이전을 의미한다.5) 미국의 무기 이전은 1949년 상호방

위원조법(the Mutual Defense Assistance Act) 발효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주요한 군사원조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냉전 시기 무기 이전

은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에 의해 주

도되었다. 이는 냉전 시기에 무기 이전 또한 동맹만큼이나 중요한 미소 

간의 경쟁 수단이었음을 의미한다. 

순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 미국(35.0%) 소련(39.5%) 소련(38.5%) 소련(35.2%)

2 소련(34.4%) 미국(37.8%) 미국(34.0%) 미국(30.6%)

3 영국(20.6%) 영국(5.9%) 프랑스(7.2%) 프랑스(7.3%)

4
체코슬로바키아

(3.4%)
프랑스(5.6%) 영국(5.8%) 영국(6.4%)

5 프랑스(2.5%) 서독(2.2%) 서독(3.7%) 서독(4.4%)

[표 1-1] 시기별 세계 무기 이전 점유율

·출처 :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하지만 미국의 군사원조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동맹에 치중되어

왔으며, 독립적인 연구 주제로서 무기 이전에는 비교적 관심이 적었다. 

이는 냉전 시기 본격적인 핵군비 경쟁이 시작되어 핵안보에 대한 연구 

관심이 증대되면서 재래식 무기에 대한 관심이 등한시된 까닭이었다. 그 

결과, 무기 이전은 주로 동맹 의무(commitment)의 일환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미국이 냉전 시기(1950-1991년)에 무기 이전

을 시행한 사례를 살펴보면, 전체 1,825개의 국가-연도(country-year) 

4)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p. 3.

5) 보다 자세한 개념 정의는 본 논문의 3장 2절의 ‘분석 대상’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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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중 657개 사례(약 36%)는 미국과 동맹관계가 아닌 국가를 대상으

로 이루어졌다.6) 이는 무기 이전이 단순히 동맹 조약의 일부가 아닌 독

립적인 군사원조 정책으로 활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

해 미국은 우방국과의 관계에서 상황에 따라 두 정책을 전략적으로 선

택, 조합하여 사용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냉전기 

미국의 군사원조 수단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찾고자 하며, 특히 후

견-피후견 관계7)에서의 군사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다. 

한편, 미국은 무기를 이전한 국가들 중 특정 국가에는 첨단무기

(advanced arms)를 이전한 반면 특정 국가에는 구식 무기(obsolete 

arms)를 이전하였다. 이러한 무기 이전의 질적, 기술적 차이는 군사적 

역량의 막대한 우열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제 체제 내 구조적인 기술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무기 이전’ 개념을 ‘첨단무기 이전’ 개념으로 정교화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할 수 있다.

“후견-피후견 관계의 군사적 요인들은 냉전기 미국의 군사원조  

 수단 결정(동맹 조약과 첨단무기 이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연구 질문과 관련하여 본 논문은 보다 세부적으로 후견-피후견 

6) SIPRI 무기 이전 데이터와 ATOP 동맹조약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http://armstrade.sipri.org/armstrade/html/tiv/index.php; 

Leeds, Ritter, Mitchell, and Long, 2002. the Alliance Treaty Obligations and 

Provisions Project. http://atop.rice.edu/data (최종 검색일: 2017년 11월 13일)

7) 후견-피후견(patron-client) 국가 관계는 주로 안보 측면에서 ‘기능적 분업’을 이루는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 내에서는 후견국에서 피후견국으로의 일방적인 ‘안보 이전

(security transfer)’이 일어난다. 자세한 내용은 신욱희, “동아시아에서의 후견-피후

견 국가 관계의 동학: 국가변화의 외부적/지정학적 근원,”『국제정치논총』Vol. 32. 

No. 2(May 1993), pp. 177-201.을 참조.

8) 우수한 군사 기술, 첨단무기를 가진 국가들은 그렇지 못한 국가들에 비해 우수한 군

사역량을 가질 뿐 아니라, 국제 체제 내에서 기술 표준(standard)을 설정하고 기술 

확산을 이끄는 주도권을 갖게 된다. Barry Buzan and Eric Herring, The Arms 
Dynamic in World Politics (London: Lynne Rienner, 1998), pp. 29-33.; Michael 

T. Klare, "The Unnoticed Arms Trade: Exports of Conventional Arms-Making 

Technology," International Security, Vol. 8. No. 2(Fall 1983), pp. 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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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군사적 요인이 동맹 관계 내에서의 첨단무기 이전에 미치는 영향

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는 본 논문이 주목하는 ‘후견국의 딜레마’ 이론틀

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증하기 위함이다.9)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본 논문은 위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최근 해당 주제를 다룬 야리-마일로(Keren Yarhi-Milo), 라노즈카

(Alexander Lanoszka), 쿠퍼(Zack Cooper)10)의 이론틀을 검증하고자 

한다.11) 그리고 이를 통해 미국의 군사원조 정책결정 패턴에 대한 이론

화 작업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제 2 절 연구 방법

본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서

는 이론틀을 정량적(quantitative) 방법으로 검증한다. 이론틀에 의거하

여 정량적 데이터를 사용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설정하고, 통계 분

석을 통해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측정하고자 한다. 통계 분석의 장점은 

이론틀의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다수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론틀, 가설의 일반화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유용성이 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정성적(qualitative) 방법을 통해 정량적 분석 

결과를 보완한다. 이는 통계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변수 간 구체

적인 인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론틀의 예측과 반대

되는 통계 분석 결과를 재검토하기 위해 ‘가장 가능성이 적은 사례

9) 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의 3장 2절의 사례 연구 설계 부분을 참조.

10) Keren Yarhi-Milo, Alexander Lanoszka and Zack Cooper, "To Arm or to 

Ally?: The Patron's Dilemma and the Strategic Logic of Arms Transfers and 

Allianc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41. No. 2(Fall 2016), pp. 90-139.

11) 이론 검증(theory-testing) 논문이란 정량적 분석(large-n analysis), 사례 연구

(case studies) 등의 방법을 통해 실증적 증거(empirical evidence)로 기존의 이론을 

평가하는 논문을 의미한다. 충실한 이론 검증은 그 자체로도 유의미하지만, 이론 검증 

과정에서 새로운 창의적인 이론의 발전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추가적인 장점도 있

다. Stephen Van Evera, Guide to Methods for Students of Political 
Science(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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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st-likely case)’12)로서 한국 사례를 살핀다. 한국 사례 내에서도 닉슨 

행정부 시기와 카터 행정부 시기의 첨단 전투기 이전 논의를 비교 분석하

고자 한다. 이처럼 정량적, 정성적 방법을 혼합해서 진행할 경우 방법론적 

측면에서 두 가지 방법의 강점을 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본 논문은 각 국가 행위자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선택할 것이라는 합리적 선택 가정에 기반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피후

견국과 그 적대국 사이의 현상 유지(status quo)를 목표로 하며, 피후견국

은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안보 수단을 확보하고자 함을 가정한다.  

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먼저 2장에서 연구 질문과 관련된 기존 연구의 흐름

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동맹 형성과 무기 이전의 유인에 대한 기

존 연구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의 학문적 위치를 파악하고, 기존 연구들이 

간과하였던 빈틈을 찾아 본 논문의 학문적 기여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음으로 3장은 연구 설계 내용을 다룬다. 본격적인 정량적, 정

성적 분석에 앞서 연구 대상과 시기를 명확히 제시한다. 이후 본 논문이 

관심을 갖는 이론틀에 근거하여 독립 변수, 종속 변수를 설정한 뒤 두 

변수 간 관계를 가설의 형태로 정리한다. 또한 각 가설의 타당성을 이론

적으로 설명하고 가설에 따른 잠재적인 결과를 예측한다.

정리된 가설을 바탕으로 4장에서는 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3장에서 정리한 변수를 구체적인 정량적 데이터를 통해 구체적인 지표

(indicator)로 조작화한다. 또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되

어야 할 요소들을 통제 변수의 형태로 포함하여 분석한다. 구체적인 방법

12) 가장 가능성이 적은 사례(least-likely case)는 선험적으로(on a priori) 판단했을 

때 이론이 예측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희박한 사례를 의미한다. 가장 가능성이 

적은 사례에서 이론이 예측한 결과가 나타날 경우, 그 이론은 강력한 검증을 통과하여 

높은 타당성을 갖는다. Gary King, Robert O. Keohane and Sidney Verba, 

Designing Social Inquiry: Scientific Inference in Qualitative Research(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p.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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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을 사용하며, 이를 통해 변수 간 상관관계 및 통계적 유의도를 측정한다.

5장에서는 정량적 분석 결과를 한국 사례 연구를 통해 재검토 및 

보완한다. 이후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논문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연

구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함의 및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해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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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존 연구 검토

본 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질문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의 흐름

을 분석한다. 동맹과 관련해서는 동맹 형성(alliance formation), 동맹 

관리(alliance management), 동맹 종식(alliance termination)과 관련한 

방대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으나 그 중 본 논문에서는 동맹 형성에 관한 

연구들을 살핀다. 무기 이전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수준에서부터 검토하

여 본 논문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2절에서는 무기 이전 관련 기존 연구

의 일반적인 구성을 살핀다. 3절에서는 무기 이전 기존 연구 중에서 본 

논문의 연구 질문과 밀접히 관련된 미국의 무기 이전 정책 유인과 관련

된 연구를 자세히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본 논문의 사례 

연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미국의 對한국 무기 이전 정책 기

존 연구를 분석한다.   

제 1 절 동맹 형성에 대한 연구

국가는 기본적으로 자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을 

형성한다. 국제 정치는 폭력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사적인 무력

행사를 통제할 권위체가 없는 무정부 구조이다. 따라서 국가는 스스로를 

방어하고자 하는 자조적(self-help) 노력의 일환으로 동맹을 형성한

다.13) 이러한 근본적인 목적 하에서 국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가 

자국의 안보 증진에 도움이 될 지 판단하여 동맹 조약 체결을 결정한

다.14) 동맹 형성의 가능성을 높이는 국가 간 관계 또는 국가 자체의 특

성에 대해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예컨대 라이(Brian Lai)와 리터(Dan Reiter)의 연구와 포드햄

(Benjamin Fordham)과 포스트(Paul Poast)의 연구가 있다.15)  라이와 리터

13) 박건영(역), 2000, pp. 161-163, 184-185.

14) Hans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Knopf, 1973), p. 181.

15) Benjamin Fordham and Paul Poast, "All Alliances Are Multilateral: Re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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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 경제적 상호의존(economic interdependence), 

의무 이행의 신뢰성(credible commitment)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국가

의 민주주의 여부, 정권 형태, 문화적 동질성, 공통 위협 존재 여부, 갈

등 관계 등이 동맹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포드햄과 포스트는 양자간 관계에 치중되었던 기존 연구들과 달리 다자 

관계를 기반으로 접근하였다. 다자간 관계에서도 외교정책 유사성, 정권 

형태, 지정학적 위치, 위협 등이 동맹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

하였다.  

하지만 이처럼 동맹 형성을 군사력 결집(military capability 

aggregation) 측면으로 설명하는 입장은 강대국의 동맹 형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발생한다. 강대국이 군사력이 미약한 약소국과 

동맹을 맺는 경우는 군사력 결집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약소국과의 

동맹을 통해 얻는 군사력 증진 효과보다 연루(engagement)의 위험성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적 설명으로는 대략적으로 두 

가지 입장이 있다. 

먼저 강대국은 동맹을 약소국에 대한 ‘관리 수단(tool of 

management)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강대국이 잠재적 적대국, 경쟁국

이 위협이 되기 전에 제어하거나, 상대국의 행동을 제지하고자 하는 목

적에서 동맹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16) 두 번째로는 강대국의 중요한 

이익이 약소국과 관련되었을 경우 동맹을 형성할 수 있다. 강대국은 약

소국과 관련된 자국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동맹을 형성하여 약소국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대국이 약소국과 밀접한 교역 관계

(trading relationship)일 경우, 강대국은 동맹을 통해 약소국과의 교역 

관계를 보호할 가능성이 높다.17) 

Alliance Form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60. No. 5(2016), pp. 

840-865.; Brian Lai and Dan Reiter, "Democracy, Political Similarity, and 

International Alliances, 1816-1992,"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4. 

No. 2(April 2000), pp.203-227.

16) Jeremy Pressman, Warring Friends: Alliance Restraint in International 
Politics(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8); Paul W. Schroeder, Systems, 
Stability, and Statecraft: Essays on the International History of Modern 
Europe(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4), pp. 19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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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맹 형성 원인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보

완되어야 할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 강대국이 동맹을 형성하는 이유에 

대해 군사력 결집 목적 뿐만 아니라 국익 추구의 목적이 있음을 인정한

다면 정책의 대체가능성(substitutability)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정

책의 대체가능성이란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서로를 대신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18) 이에 따르면 강대국은 동

맹 형성을 통해 얻는 이익을 다른 대안들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음을 가

정할 수 있다. 또한 동맹 형성은 여러 대안들 간의 비교, 검토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정에 입각한다면 동맹 형성 유

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다른 대안의 존재와 특성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제 2 절 무기 이전 연구 일반

본 논문에서는 동맹의 대표적인 대안 정책으로서 무기 이전을 

연구한다. 국가 간 무기 이전19)은 제 2차 세계대전, 냉전 시기를 거치며 

단순한 상품 거래에서 국제 정치의 지정학적 경쟁 수단이자 외교정책 수

단으로 변모하였다. 이에 따라 무기 이전에 대한 관심은 점차 증대되었

고 특히 1960~70년대 이르러 미국이 본격적으로 무기 이전을 외교정책

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연구 관심이 집중되었다. 무기 이전 관련 기존 

17) Benjamin O. Fordham, "Trade and asymmetric alliances,"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7. No. 6(November 2010), pp. 685-696.

18) 국가는 특정 이익을 얻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적절한 정책을 선택한다. 

Benjamin A. Most and Harvey Starr,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Foreign 

Policy Substitutability, and 'Nice' Laws," World Politics, Vol. 36. No. 3(April 

1984), pp. 383-406.; T. Clifton Morgan and Glenn Palmer, "A Model of 

Foreign Policy Substitutability,"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4. No. 

1(February 2000), pp. 11-32. 

19) 기존 연구에서 무기 이전은 ‘무기 이전(arms transfer), 무기 거래(arms trade), 군

사 안보 지원(military security assistance), 군사 협력(military cooperation)’ 등 다

양한 용어로 지칭되었다. Edward J. Laurance,  The International Arms Trade 
(New York: Lexington Books, 1992), p. 3. 본 장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을 포괄하

여 기존 연구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무기 이전(arms transfer)’ 

용어를 사용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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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은 대략 3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범주는 무기 이전의 국제적인 구조와 행위자를 파악하

는 체제적 접근의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무기 이전을 단편적인 국

가 간의 거래로 분석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구조와 행위자 간 상호작용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무기 이전이 ‘완성된 무기 체계

(finished weapons system)’을 대상으로 함을 명확히 하여 군사 훈련

(military training) 제공, 군사 기술(military technology) 확산 등 기타 

분야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연구 분야임을 확정하였다20). 

대표적인 논의로는 하카비(Robert Harkavy)의 연구가 있다. 하

카비는 전간기와 2차 대전 이후 시기의 무기 이전 구조를 국제체제의 

극성 변화와 연관지어 설명하였다. 2차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양극 

체제가 심화됨에 따라 무기 이전의 수요-공급 구조 또한 미국과 소련 

중심의 독과점 구조로 고착화되었다는 것이다.21) 이후 탈냉전기에는 다

시금 전간기의 다극적 구조로 회귀하며 국가중심성과 정치적 성격이 약

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22) 이러한 체제 중심의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무기 이전 구조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이념(ideology), 기

술(technology)과 같은 체제 중심의 개념과 연관시킬 수 있다는 점 등에

서 단편적 사건 설명에 치중하는 국가 수준 연구의 한계를 보완한다.23)  

20) David Kinsella, "The arms trade," in Christopher J. Coyne and Rachel L. 

Mathers (eds.), The Handbook on the Political Economy of War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2011), p. 219.

21) Robert Harkavy, The Arms Trade and International Systems (Cambridge: 

Ballinger Publisher Company, 1975).

22) Robert Harkavy, "The Changing International System and the Arms Trade,"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535 (September 1994), pp. 11-28. 

23) Laurance, 1992, p. 12, Ch. 7. 본 범주에 속하는 추가적인 연구로는 Anders 

Akerman and Anna Larsson Seim, "The global arms trade network 

1950-2007,"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42. (2014), pp. 535-551.; 

David J. Louscher and Michael D. Salomone (eds.), Marketing Security 
Assistance: New perspectives on Arms Sales (Massachusetts: Lexington 

Books, 1987); Edward J. Laurance,  The International Arms Trade (New York: 

Lexington Books, 1992); Stephanie Neuman and Robert Harkavy (eds.), Arms 
Transfers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80); 

Thomas W. Zarzecki, Arms Diffusion: The Spread of Military Innovation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New York: Routledge, 2002); Keith Krause, 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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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범주는 무기 이전이 야기하는 효과(effect)에 대한 연구

이다. 다시 말해, 무기 이전을 독립 변수로 하여 무기 이전이 수반하는 

국제 정치적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주된 연구 분야는 무기 이전과 

전쟁(warfare), 국가 간(interstate) 혹은 국가 내(intrastate) 분쟁 간 상

관관계에 대한 것이다. 특히 무기 이전이 제3세계의 지역 세력 균형

(regional balance of power)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 

이 범주의 연구들은 크게 두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무기 

이전이 전쟁 또는 분쟁을 억지(deterrence)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무기 이전이 분쟁 당사국 간 세력불균형을 완화하여 안정을 가져

오고 이를 통해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반대의 입장에

서는 무기 이전이 오히려 전쟁, 분쟁을 야기, 심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무

기 이전은 군비 경쟁(arms race)을 부추기고, 분쟁 당사국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공격 능력(capability)을 갖추게 하여 공격 가능성을 높인다는 

논리이다. 이 두 입장 간의 논쟁24)은 지속되었으나 어느 한 쪽도 뚜렷한 

‘승리’를 얻지 못했다.25)   

and the State: Patterns of Military Production and Trad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등을 참조. 소련 붕괴 이후에는 미국 중심 단극 구조의 특

성과 지속 가능성이 주요 연구 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Christopher 

J. Coyne and Abigail R. Hall, "The Case Against a U.S. Arms Monopoly," 

Atlantic Economic Journal, Vol. 42. No. 2 (June 2014), pp. 181-190.; Jonathan 

D. Caverley, "United States Hegemony and the New Economics of Defense," 

Security Studies, Vol. 16. No. 4(October-December 2007), pp. 598-614. 등을 

참조.

24) 이 논쟁은 무기 이전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도 이어졌다. 찬성 입장은 억지를, 

반대 입장은 군비 경쟁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Andrew J. Pierre, "Introduction," 

in Andrew J. Pierre (ed), Arms Transfers and American Foreign Policy (New 

York :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9), pp. 3-5.; Andrew J. Pierre, The 
Global Politics of Arms Sales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2), pp. 6-7.; Roger P. Labrie, John. G. Hutchins, Edwin W. A. Peura and 

Diana H. Richman, U.S. Arms Sales Policy : Background and Issues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1982), pp.35-79.

25) 이 범주의 연구들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는 Michael 

Brzoska and Frederic S. Pearson, Arms and warfare : escalation, 
de-escalation, and negotiation (Columbia, S.C. :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94)을 참조. 이 범주 연구들의 구체적인 예로는 Cassady Craft, Weapons 
for Peace, Weapons for War: The Effect of Arms Transfers on War Out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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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범주로 무기 이전 현상의 원인(cause)에 대한 연구가 있

다. 무기 이전을 종속 변수로 두고 무기 이전을 야기하는 요인들에 대해 

논한다. 무기 이전은 필수적으로 공급자(supplier)와 수요자(importer, 

recipient)가 존재하며 이들 간 상호작용의 결과이다.26) 따라서 무기 이

전 현상의 원인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수요국이 무기를 원하는 이유는 크게 ‘국내적 정권 안보, 국제 

안보, 경제 성장’의 세 가지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27) 먼저 국가는 

영토 내 합법적 폭력의 독점을 유지하고자 하므로 반란, 내전 등으로부

터 독점 정당성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무기 수요가 발생한다.28) 그리고 

국제 사회에는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상당수 존재하며 이는 심각

한 안보 위협이 된다. 이러한 대외적 국제 안보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무

기 수요가 발생한다.29) 또한 무기 이전을 통해 부가적으로 획득 가능한 

Involvement, and Outcomes (New York: Routledge, 1999); Cassady Craft and 

Joseph P. Smaldone, "The Arms Trade and the Incidence of Political Violence 

in Sub-Saharan Africa, 1967-97,"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39. No. 

6(2002), pp. 693-710.; David Kinsella and Herbert K. Tillema, "Arms and 

Aggression in the Middle East: Overt Military Interventions, 1948-1991,"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9. No. 2(June 1995), pp.306-329.; 

Frederic S. Pearson, The Global Spread of Arms :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security (Oxford: Westview Press, 1994), pp. 62-67.; Gregory S. 

Sanjian, "Arms Transfers, Military Balances, and Interstate Relation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7. No. 6(December 2003), pp. 711-727.; John 

Sislin and Frederic S. Pearson, Arms and Ethnic Conflict (Maryland: 

Rowman&Littlefield, 2001); William J. Durch, Constructing Regional Security : 
the role of arms transfers, arms control, and reassurance (New York : 

Palgrave, 2000)등을 참조.

26) Robert Bruce, "Supplier 'Push' and Recipient 'Pull' in the Inception of Arms 

transfer to the Third World: A Case study of Converging Interests," 

International Review of Modern Sociology, Vol. 18.(Spring 1988). pp. 71-77. 

27) Paul Y. Hammond, David J. Louscher, Michael D. Salomone and Norman A. 

Graham, The Reluctant Supplier : U.S. Decisionmaking for Arms Sales. 

(Massachusetts:Oelgeschlager, Gunn&Hain Publishers, 1983) p. 21. 무기 수요국

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Frederic S. Pearson, 

"The Priorities of Arms Importing States," Arms Control, Vol. 9(Fall 1988), 

pp. 170-185.; Frederic S. Pearson, "The Correlates of Arms Importation,"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26. No.2(1989), pp. 153-163.을 참조.

28) Hammond, Louscher, Salomone and Graham, 1983, p. 22.

29) 리바인(Paul Levine)과 스미스(Ron Smith)는 추가적으로 일반적인 대비(general 

insurance) 목적과 미국에 한해서 권력투사(force-projection) 목적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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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기술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30)

공급국이 무기를 이전하는 유인에 대해서는 수요 측면의 연구에 

비해 연구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공급 측면의 연구는 주로 미

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경향이 있다. 이 범주의 연구는 본 논문의 논의와 

밀접히 연관되므로 다음 절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제 3 절 미국의 무기 이전 정책 유인 연구

2차 대전을 계기로 초강대국의 지위에 오른 미국은 무기 시장에

서도 독점적인 공급국이 되었다. 미국은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무기 이전을 효과적인 외교정책 수단으로 발전시키고 활용해왔다.31) 따

라서 미국이 어떠한 목적으로 무기 이전을 행했는지 살피는 것은 무기 

이전으로 야기된 현상을 분석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는 이전된 무기의 

양적, 질적 차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미국의 무기 이

전 정책 유인은 일반적으로 경제적(economic) 목적, 정치적(political) 

목적, 군사적(military) 목적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32)   

Paul Levine and Ron Smith, "The arms trade," Economic Policy, Vol. 12. No. 

25(October 1997), pp. 335-370. 

30) 자체적인 무기 생산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국가들은 무기 이전을 통한 기술획득 권

리를 주장한다. Buzan and Herring, 1998, pp. 34-36. 무기 이전과 경제발전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Stephanie Neuman, "Arms Transfers and Economic 

Development: Some Research and Policy Issues," in Stephanie Neuman and 

Robert Harkavy (eds.), Arms Transfers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80), pp. 219-245.를 참조. 한편, 수요국의 무기 구매가 개

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Pierre, 1982, pp. 36-38.

31)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무기 이전 정책은 소련 봉쇄(containment) 전략의 일환이었다. 

이후 닉슨, 포드 행정부를 거치며 점차 외교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Labrie, 

Hutchins, Peura and Richman, 1982, pp. 6-10.

32) 연구 관점에 따라 안보(security) 목적과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 목적, 국제적

(international) 목적과 국내경제(domestic economic)목적 등으로 분류한 경우도 있

으나 각각의 논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 Pierre, 1982, pp. 14-27.; Buzan and 

Herring, 1998, pp. 34-36.; Pearson, 1994, pp. 53-55.; Geoffrey Kemp and 

Steven Miller, "The Arms Transfer Phenomenon," in Andrew J. Pierre (ed), 

Arms Transfers and American Foreign Policy (New York :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9), pp. 45-86.; Hammond, Louscher, Salomone and 

Graham, 1983, pp. 32-37.; Keith Krause, Arms and the State: Pattern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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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이전의 경제적 목적을 중시하는 연구들은 무기 이전을 교

역에서 국제 수지(balance of payment)의 이익 수단 또는 군비 지출을 

상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본다.33) 이러한 무기 이전의 경제적 특성은 특

히 국가가 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 극대화될 수 있다.34) 또한 무기 이

전은 국내 방위 산업을 촉진시켜 직접적인 판매 이익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타 산업의 활성화와 같은 간접적 경제 효과도 야기할 수 있다.35)

그러나 무기 이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피에

르는 주요 공급국인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어

떠한 국가도 무기 이전을 경제적 이익 창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각 국가들의 전체 교역 규모 중 무기 이전이 참여하는 

비중이 너무 작음을 지적했다. 또한 무기 이전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 

또한 국가 전체 고용규모와 비교하면 극히 작은 규모였다.36) 또한 하퉁

(William D. Hartung)은 1990년대 초, 무기 이전이 삭감된 국방 예산을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연구하였으나 그 결과는 부정적이었다.37) 피에

르가 지적한 대로 국가 전체의 경제 규모에 비해 무기 이전은 극히 작은 

규모였고, 국방 예산 삭감액을 보완하기에도 터무니없이 작았다. 하퉁의 

Military Production and Trad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p. 

12-33.

33) Anne H. Cahn, "The Economics of Arms Transfers," in Stephanie Neuman 

and Robert Harkavy (eds.), Arms Transfers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80), pp. 173-183.; Lewis W. Snider, "Do Arms Exports 

Contribute to Savings in Defense Spending?," in David J. Louscher and 

Michael D. Salomone (eds.), Marketing Security Assistance: New perspectives 
on Arms Sales (Massachusetts: Lexington Books, 1987), pp. 41-64.; Michael 

T. Klare, "The Political Economy of Arms Sales,"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32. No. 9(November 1976), pp. 10-18.; Steve Chan, "The 

Consequences of Expensive Oil on Arms Transfers,"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17. No. 3(1980), pp. 235-246.

34) 1970년대 초 닉슨 행정부의 무기 이전 방식이 무상 원조(aid)에서 판매(sales)로 대

폭 변화한 원인은 당시 미국 경제난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Kemp and 

Miller, 1979, p. 60.

35) Kemp and Miller, 1979, pp. 61-62.; Labrie, Hutchins, Peura and Richman, 1982, p. 71.

36) Pierre, 1982, pp. 25-26.

37) William D. Hartung, “False Expectations: Can Arms Exports Make up for 

Cuts in Pentagon Procurement?," in Leon V. Sigal (ed.), The Changing 
Dynamics of U.S. Defense Spending (Westport: Praeger, 1999), pp. 177-216.



- 15 -

연구 결과는 무기 이전이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탈냉전 

시기에도 실질적인 경제 효과가 미미했음을 보여준다.38)   

무기 이전의 경제적 목적은 무기 이전 현상 자체가 경제적 교환 

행위이고, 전세계적 무기 시장이 명백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쟁 도구로 쓰이는 무기의 특수성과 미-소간 

세력 경쟁이 치열했던 냉전 시기임을 감안한다면 무기 이전의 경제적 목

적은 부차적임을 이해할 수 있다.39) 

둘째로 정치적 목적 중심의 연구들은 무기 이전이 수요국의 정

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임을 강조한다. 즉 무기 이전이 수요

국의 정책 및 행동을 공급국의 희망대로 강제 또는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40) 켐프(Geoffrey Kemp)와 밀러(Steven Miller)는 무

기 이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을 우호관계의 상징성

(symbolism), 영향력(influence), 레버리지(leverage)로 세분화하였다.41) 

먼저 동맹 및 우방국은 무기 이전을 통해 신뢰성을 확인하고 우호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무기 이전은 두 국가간 정치적 친밀도를 높여 

수요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 접근성을 높인다. 한편 무기 이전에 대한 거

부는 수요국에게 정책 결정을 강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시슬린(John Sislin)은 미국 무기 이전 정책의 정치적 목적의 성

패 요인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42) 정치적 목적 투사 방법, 수요국의 

38) 하카비는 탈냉전기에 들어서면서 무기 거래의 지정학적 요인이 감소하고 상업적 무기

거래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Harkavy, 1994, pp. 11-28.

39) 1974년 미 상원 외교 위원회의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 보고서에는 

미국의 무기 이전 정책 목표가 ‘미국 군사 장비를 더 많이 파는 것’이 아닌 ‘외교 정

책 이익을 고려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Leslie H. Gelb, “Arms Sales," 

Foreign Policy, Vol. 25(Winter 1976), p. 11.

40) Labrie, Hutchins, Peura and Richman, 1982, pp. 67-70.; Thomas R. 

Wheelock, "Arms for Israel: The Limit of Leverage," International Security, 
Vol. 3. No. 2(Fall 1978), p. 123. 크라우스(Keith Krause)는 영향력(influence)을 

협상력(bargaining power), 구조적 힘(structural power), 패권적 힘(hegemonic 

power)로 구분하여 개념화하였다. Keith Krause, "Military Statecraft: Power and 

Influence in Soviet and American Arms Transfer Relationship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5. No. 3(September 1991), pp. 313-336.

41) Kemp and Miller, 1979, pp. 46-50.

42) John Sislin, "Arms as Influence: The Determinants of Successful Influenc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8. No. 4(December 1994), pp. 66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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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공급국의 성격, 수요국-공급국 간 상호관계, 체제 변수 등 5개 범

주 16개 변수를 대상으로 통계 분석한 결과, 부적 제재(negative 

sanction)보다는 정적 제재(positive sanction)일 경우, 억지를 시도했을 

경우보다는 정책 변경을 요구했을 경우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미국의 패권이 강할 경우, 미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을 경우에도 높

은 성공률을 보였다. 

하지만 무기 이전은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 공급국과 수요국 간

의 복잡한 상호작용이므로, 단편적인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무기 

이전의 정치적 특성을 온전히 이해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또한 일각

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효과가 일시적이고, 수요국에 의해 역으로 정치적 

공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치적 효과가 과장되었음을 비판한다.43)  

마지막으로 무기 이전의 군사적 목적을 중시하는 연구들이 있다.

무기 이전은 동맹 및 우방국의 군사적 능력을 강화시킨다. 이를 통해서 

공급국은 평시 동맹 및 우방국의 평화 상태, 안정성을 유지하고 전시에 

동맹 및 우방국의 승리를 돕고자 한다.44) 이와 같은 직접적인 목적 외에

도 무기 이전을 통해 무기의 성능을 간접적으로 시험하거나, 해외 주둔 

기지와 정보 수집 권리를 존속하는 등 부가적인 군사 이익도 상당하

다.45) 이러한 군사적 목적은 초기부터 미국 무기 이전 정책의 가장 근원

적인 목표였다.46) 

겔브(Leslie H. Gelb)는 닉슨 행정부의 안보 보좌관 키신저

(Henry Kissinger)가 무기 이전 정책 결정 시 고려했던 사항을 분석하

43) Gelb, 1976, p.20.; Hammond, Louscher, Salomone and Graham, 1983, p. 267.; 

Kemp and Miller, 1979, p. 48.; Pierre, 1982, pp. 18-19.

44) 아이켄베리(Karl W. Eikenberry)는 무기 이전에 있어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은 전세

계적인 세력균형을, 지역강대국의 경우 지역 내 세력균형을 면밀히 고려한다고 주장

한다. Karl W. Eikenberry, Explaining and Influencing Chinese Arms Transfers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1995), p. 19.

45) Kemp and Miller, 1979, pp. 50-59.; Labrie, Hutchins, Peura and Richman, 

1982, pp. 61-67.

46) 미국은 2차 대전 후 동맹국들의 군사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 이전을 행했다. 

케네디 행정부의 무기 이전 정책에서는 공산세력에 의한 내부 반란(internal subversion) 

대응이 주요 목표였다. 또한 닉슨 독트린에 의한 해외 주둔 미군 철군 정책은 무기 이

전의 군사적 목적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였다. Pierre, 1982,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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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시 키신저는 군사적 측면에서 ‘수요국의 소

련 및 적대국에 대한 자주국방 가능성, 수요국의 국내 안보, 동맹 간의 

표준화(standardization), 對소련 전략적 세력균형, 지역적 세력균형, 해

외 주둔 기지 존속’ 등 6개 범주의 사안을 고려하였다.47) 전체 고려사항

의 범주가 9개임을 감안하면, 당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군사적 측면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군사적 목적은 부정

할 수 없는 무기 이전 정책의 주요 논리였다.48) 

무기 이전 관련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주된 한계점으로 다

음의 3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먼저, 동맹 관련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무기 이전 정책의 대체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책의 대체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무기 이전 정책은 동맹 조약(alliance pact)과 같은 

여타 군사원조 정책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기 이전 기존 

연구들에서 무기 이전은 동맹국에게 주어지는 부가적인 요소로만 이해되

어왔다. 즉, 무기 이전 정책을 동맹 조약을 대체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아닌 동맹 책임 이행(alliance commitment)의 수단으로만 이해한 것이

다. 하지만 냉전 시기 미국의 무기 이전 대상국 중에는 동맹관계가 아닌 

국가들도 상당수 존재했음을 고려했을 때,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무기 이전 정책의 대체가능성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두 번째로는 기존 연구들은 무기 이전의 양적 측면만을 고려하

여 무기의 질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 다시 말해, 대부분 연구

는 달러 가치로 환산된 양적 규모 중심이었고 이전된 무기의 질적 수준

에 대한 언급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

은 무기의 질적 수준을 특별히 논하지 않거나, 연구 대상을 주요 무기

(MCW, Major Conventional Weapons)와 소형무기(SALW, Small 

Arms and Light Weapons)로 구분하는 개략적인 수준에 머물렀다.49) 

47) 나머지 3개의 범주는 비확산(preventing nuclear proliferation), 분쟁 해결(conflict 

resolution), 정치적 영향력(general political influence)이다. Gelb, 1976, pp. 11-19.

48) 무기 이전의 군사적 실효성에 대해서는 일부 비판의 입장이 있었다. 무기 이전이 과

연 수요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세력 균형 유지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논점

이었다. 이 부분은 본 논문 2장 1절의 ‘무기 이전의 효과’ 논쟁과 일맥상통한다.

49) 주요 무기(major conventional weapons)란 대규모 살상력을 갖춘 대형 무기를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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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시기 미국의 무기 이전 정책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주요 무기를 연

구 대상으로 삼았는데,50) 주요 무기 범주 내에서의 질적 차이 또한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대부분 단편적인 무기 이전 사건에 대해 기술적

(descriptive)으로 접근하거나, 달러 가치에 기반한 이전 규모 데이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전된 무기의 질적인 차이를 분석하기는 어려웠다. 하

지만 첨단무기의 이전은 구식 무기의 이전과 명백히 다른 국제정치적 의

미를 갖는다.51) 따라서 이전되는 무기의 질적인 차이를 고려했을 때 보

다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일부 연구들은 무기 이전의 군사적 목적을 정치적 

목적과 구분하지 않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다.52) 하지만 보다 분석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두 요인을 명확히 분리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소형무기(small arms and light weapons)는 개인적 살상 용도로 생산된 소규모의 총기류 

등을 의미한다. 냉전 시기 무기 이전에 대한 연구는 데이터 접근 상의 문제 등으로 주요 무기

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주요 무기와 소형무기의 구분과 관련 연구 경과에 대해서는 

Jennifer L. Erickson, Dangerous Trade: Arms Exports,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Reput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5), pp. 46-48.을 참조.  

50) 그 이유는 냉전 당시의 연구 관심은 국가 간(interstate) 분쟁이었고, 국가 간 분쟁

의 주된 수단은 주요 무기였기 때문이다. 반면, 소형무기는 국가 내부 또는 비국가행

위자에 의해 주로 사용된다. Jurgen Brauer, "Arms Industries, Arms trade, and 

Developing Countries," in Todd Sandler and Keith Hartley (eds.), Handbook of 
Defense Economics Vol.2 (U.S.: North Holland, 1995), p. 993. 또한 소형 무기에 

대한 데이터는 1980년대부터 축적되었으므로 당시에는 접근이 어려웠다. Erickson, 

2015, p. 46.

51) 첨단무기 이전은 높은 군사역량의 이전인 동시에 첨단 기술의 이전을 의미하므로 

구식 무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신호(costly signal)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첨단무기 

이전을 통한 피후견국의 기술 습득은 후견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피후견국에 대한 

후견국의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다. 무기 이전과 군사기술 확산의 관계에 대해서는 

Buzan and Herring, 1998, pp. 29-52.를 참조.

52) 예를 들어 SIPRI(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무기 이전의 공급 유형을 산업적

(industrial) 유형, 제한적(restrictive) 유형, 패권적(hegemonic) 유형으로 개념화하였

는데, 제한적 유형과 패권적 유형은 군사적 목적과 정치적 목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형태이다. SIPRI, The Arms Trade with the Third World (London: Paul 

Elek Limited, 1971). SIPRI의 분류를 사용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Gregory S. 

Sanjian, "Great Power Arms Transfers: Model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of Hegemonic, Industrial, and Restrictive Exporter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5. No. 2(June 1991), pp. 173-193.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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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미국의 대한(對韓) 무기 이전 정책 연구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사례 연구 대상이 되는 한국에 대한 미국

의 무기 이전 정책 연구 경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한미 관계에서 동맹이 

갖는 중요성에 따라 미국의 대한(對韓) 군사원조에 대한 연구는 다방면

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무기 이전 정책에 대한 연

구관심은 다른 분야에 비해 크지 않았다. 대한(對韓) 무기 이전 관련 연

구들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무기 이전을 큰 의미의 군사원조 차원에서 언급한 연구들

이 있다. 여기서 군사원조란 무기 이전 뿐만 아니라 병력 배치, 핵무기 

배치,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건설장비 이양 등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범주의 연구들은 무기 이전을 독립적인 연구 주제로 구분

하지 않고, 미국에 의해 이뤄진 일련의 지원 내용을 포괄적으로 서술하

고 있다.53) 따라서 무기 이전 정책의 동인에 대한 분석적인 접근이 부족

했으며, 특정 시기 정책에 한정된 기술적(descriptive) 서술에 머물렀다.  

두 번째 범주는 무기 이전을 철군정책의 일환으로 보는 연구들

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닉슨과 카터 행정부 시기의 연

구에는 대부분의 초점이 미군 철수에 맞춰져, 무기 이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등한시되거나 철군 정책에 대한 보상책의 측면에서 설명되었

다.54) 이 범주의 연구들도 역시 무기 이전에 대해 독립적인 연구 관심을 

쏟지 않았고, 단편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대한 무기 이전 정책을 독립적인 연구 주제로 삼

53) Yim Yong Soon and Lee Eun Ho, Arms and Politics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 Cheongju university press, 1983), Ch. 9.; 안정애, “미국의 대한군사원조

정책(1948-1950): 결정과 집행 및 한국정부의 추가군원 요청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Vol. 27(1998), pp.24-51.; 전호훤, “미국의 대한 군원정책(1950-1975) 변

화과정 연구,” 『군사』Vol. 65(2007), pp. 261-292.; 전호훤, “미국의 대한 군원정

책(1976-1980) 연구,” 『군사』Vol. 66(2008), pp. 225-255.

54) Janne E. Nolan, Military Industry in Taiwan and South Korea (Hong Kong: 

Macmillan press, 1986), p. 32, 63.; Lewis Sorley, Arms transfers under Nixon 
: a policy analysis (Lexington: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83), p. 169.; 

Pierre, 1982, p.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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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분석한 연구들이다. 대표적으로 임용순과 박원곤, 엄정식의 연구가 

있다. 임용순은 정치적, 군사적 목적에 주목하여 미국의 대한 무기 이전

을 시기 순으로 분석하였다. 시기별로 미국의 대전략(strategic 

doctrine) 변화에 따라서 미국 정책결정자들이 인식하는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변화하고, 그에 따라 무기 이전의 흐름이 변화함을 밝혔다.55) 박

원곤은 카터 행정부의 F-16 판매 철회 사례의 정책 결정 과정을 살폈으

며56), 엄정식은 카터 행정부 시기에 무기 이전 제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한국과 F-5 전투기 공동생산을 합의한 원인을 미국 1차 자

료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57)  

이 범주의 연구들은 대한 무기 이전을 독립적인 연구 주제로 주

목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그러나 특정 사례의 정황과 원인을 

밝히는 데 주목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 범위가 좁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무기 이전의 기존 연구들에 근거한 넓은 일반화 범위를 갖는 이

론화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제 5 절 소 결

본 장에서는 동맹 형성의 원인 및 일반적인 수준에서부터 구체

적인 한국 사례에 이르기까지의 무기 이전 관련 연구 경향을 살펴보았

다. 본 논문의 연구 관심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들은 동맹과 무기 이전 정책에 접근하면서 서로

에 의한 대체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았다. 동맹과 무기 이전은 일종의 정

책 수단으로 다른 대안 또는 서로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특히 무기 이

55) Yong Soon Yim, "U.S. Strategic Doctrine, Arms Transfer Policy, and South 

Korea," in Tae-hwan Kwak (ed.), U.S.-Korean Relations 1882-1982 (Seoul: 

Kyungnam University Press, 1982), pp. 282-320.

56) 박원곤, “미국의 대외 무기판매 정책 결정과정 연구: 카터 행정부 F-16 대한국 판매 

철회 사례를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Vol. 26. No. 3(2010), pp. 183-208.

57) 엄정식, 『카터 행정부 시기 대한무기이전 정책의 변용』(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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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 단순히 동맹 내부의 부차적인 안보 수단이 아닌 동맹을 대체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 대안이다. 

둘째, 초강대국인 미국의 무기 이전 정책 관련 연구들은 상당한 

수준으로 축적되어 있으나 이전되는 무기의 질적 수준에 관한 논의에 대

해서는 명확한 한계를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의 주요 무기, 

소형무기 구분을 뛰어넘어 주요 무기 내에서의 세부적인 질적 차이를 연

구에 반영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것이다.

셋째, 무기 이전의 군사적 목적과 정치적 목적이 뚜렷이 구분되

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 군사적 측면의 변수와 정치적 측면의 변수를 구

분하여 각각의 상관성을 밝히는 것은 본 연구의 기여점이 될 수 있다. 

넷째, 미국의 대한(對韓) 무기 이전 관련 연구는 양적, 질적으로 

보완, 축적될 필요가 있다. 대한(對韓) 무기 이전은 군사원조의 일부로 

단편적으로 다뤄졌을 뿐 독립적인 연구 주제로는 주목받지 못했다. 또한 

존재하는 연구들조차도 특정 사건에 주목하거나 역사적 흐름에 따라 사

실을 기술하는 수준에 머물러 분석적이지 않고 연구 결과의 일반화 범위

가 좁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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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본 장에서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분석 대상과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론틀에 의거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가설과 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본 논문의 가설 검증은 총 2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정량적 데이터에 기반한 구체적인 변수와 지표를 통해 통계

분석 방법으로 이론틀을 검증한다. 뒤이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례 연

구를 통해 가설의 구체적인 연쇄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제 1 절 가설 설정

본 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이론틀에 따라 변수

를 설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가설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야리-마일로

(Keren Yarhi-Milo), 라노즈카(Alexander Lanoszka), 쿠퍼(Zack Cooper)

의 이론틀 검증을 주목적으로 삼는 동시에, 이론틀을 본 논문의 연구 질

문에 맞추어 일부 수정하였다. 

  1. 이론틀 제시

야리-마일로, 라노즈카, 쿠퍼는 냉전 시기 강대국 후견국(great 

power patrons)이 직면한 '후견국의 딜레마(patron's dilemma)' 상황을 

제시하였다.58) 이는 후견국이 피후견국(client)에 대한 군사원조를 결정

할 때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게 될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

한다. 높은 수준의 군사원조는 피후견국의 안보를 증진시킬 수 있으나 

연루의 위험성(fear of entrapment) 또한 높인다. 반면, 낮은 수준의 군

사원조는 연루의 위험성을 낮추는 대신 피후견국이 방기될 두려움(fear 

of abandonment)을 느낄 수 있다.59) 이러한 딜레마의 상황에서 후견국

58) Yarhi-Milo, Lanoszka and Coop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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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자국의 연루 위험성과 피후견국의 방기 두

려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 시도하는데, 야리-마일로, 라노즈카, 쿠

퍼는 그 정책 수단으로 동맹 조약 체결과 무기 이전을 제시한다.

동맹 조약과 무기 이전은 모두 피후견국의 군사적 억지력을 향

상시킨다는 면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동맹은 동맹 구성원 간의 군사력 

합작을 통해 억지 및 방위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무기 이전은 피후견국의 

군사력을 직접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후견국-피후견국 관계에

서의 신호(signal) 측면에서 본다면 두 정책은 상이한 성격을 갖는다.60)

먼저, 동맹 조약 체결은 후견국이 피후견국에게 보내는 사후적

(ex post) 신호이다. 사후적 신호란 약속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비용이 높은 신호를 의미한다. 후견국이 피후견국과 동맹 조약

을 체결하면 이행해야할 의무가 발생한다. 만일 후견국이 피후견국에 대

한 동맹 조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후견국은 국내외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후견국은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사후적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손이 묶이게(hand-tied) 되는 것이다. 

반면, 무기 이전은 후견국이 피후견국에게 보내는 매몰 비용

(sunk cost)의 성격을 갖는다. 매몰 비용 신호는 초기 정책 결정 시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나 추후 정책 결과에 상관없이 사후적 비용이 발생

59) ‘후견국의 딜레마’는 동맹 안보 딜레마(the alliance security dilemma)에서 후견국

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나, 후견국-피후견국 관계를 동맹 내부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동맹 안보 딜레마란 동맹 구성원 간의 게임 

논리, 즉 동맹 게임에서 나타나는 방기(abandonment)와 연루(entrapment)의 두려움

으로 설명될 수 있다. 방기의 두려움은 동맹국으로부터 버려질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을 의미한다. 반대로, 연루의 두려움은 동맹 의무로 인해 불필요한 전쟁에 끌려들어

갈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한다. Glenn H. Snyder, Alliance Politics(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pp. 181-183.     

60) 정책결정자는 자신의 의지 또는 선호를 상대방에게 직접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들의 행동, 외교정책을 통해 이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신호이론은 이러한 행위자들 

간의 간접적 의사 교환의 동학을 설명한다. James D. Fearon, "Signaling Foreign 

Policy Interests: Tying Hands versus Sinking Cost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1. No. 1(February 1997), pp. 68-90.; Matthew Fuhrmann and 

Todd S. Sechser, "Signaling Alliance Commitments: Hand-Tying and Sunk 

Costs in Extended Nuclear Deterre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8. No. 4(April 2014), pp.919-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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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신호를 의미한다. 무기 이전의 경우 후견국이 무기를 이전할 

때 비용을 감수하지만 무기가 이전된 후에는 후견국이 감당해야할 추가

적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후견국은 상이한 신호적 특

성을 갖는 두 정책을 적절히 선택하여 ‘후견국의 딜레마’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다. 

피후견국의 상대적 군사력

불리 유리

안보이익 

공통성

낮음

동맹 조약 미체결,

높은 가치의 무기 이전

(costly arms transfer)

동맹 조약 미체결, 

무기 미이전

높음

동맹 조약 체결,

높은 가치의 무기 이전

(costly arms transfer)

동맹 조약 체결,

무기 미이전

[표 3-1] ‘후견국의 딜레마’ 이론틀

[표 3-1]에서 정리한 것처럼 야리-마일로, 라노즈카, 쿠퍼가 제시

하는 종속 변수는 '동맹조약 체결'과 '높은 가치의 무기 이전', 독립 변수

는 '후견국-피후견국 사이의 안보이익 공통성(commonality of security 

interests)'과 '피후견국의 상대적 군사력(client's relative military 

capability)'이다. 여기서 후견국-피후견국 사이의 안보이익 공통성이란 

후견국과 피후견국이 공유하는 적대국에 대한 위협을 의미한다. 또한 피

후견국의 상대적 군사력은 적대국에 대한 피후견국의 억지력, 방위력을 

의미한다. 위 이론틀은 두 독립변수의 편차가 후견국이 피후견국에 대한 

동맹과 무기 이전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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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론틀의 수정

    가. 종속 변수 

위 이론틀의 종속 변수는 동맹 조약 체결과 무기 이전이다. 저자

들은 그 중 무기 이전을 동맹 조약에 버금가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는 

무기 이전 즉, ‘높은 가치의 무기 이전(costly arms transfer)’으로 개념화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후견국이 무기 이전을 통해 표현하는 신호가 동

맹 조약 체결을 통해 표현하는 신호만큼 높은 가치의 신호(costly 

signals)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론틀에서는 ‘가치 있는 무기 이전’의 기준으로 다음의 세가지

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무기 이전의 규모(size)이다. 무기 이전 규모가 

클수록 피후견국의 방기에 대한 두려움은 감소할 것이고, 이는 피후견국

과 적대국에게 후견국의 강력한 개입의지를 대변할 수 있다. 둘째, 이전

되는 무기의 유형(type)이다. 이전되는 무기가 공격형(offensive)일 경우

방어형(defensive) 무기일 경우에 비해 더욱 강력한 신호로 인식된다. 

마지막으로, 무기 이전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여부이다. 무기 이

전이 단발성 사건에 그친다면 무기 이전이 갖는 신호는 모호해진다. 반면, 

제도적, 반복적인 무기 이전은 더욱 뚜렷한 신호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준들은 측정에 있어서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먼저 

첫 번째 기준을 살펴보면, 저자들은 무기 이전 규모의 구체적인 측정 방

법으로 ‘후견국의 특정 지역에 대한 전체 무기 이전 예산 중 특정 국가

에 대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지역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할뿐더러 무력 분쟁, 전쟁과 같은 사건이 발생 유

무에 따라 편차가 심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두 번째 기준인 무기

의 유형 또한 그 구분이 모호하다는 한계가 있다. 무기는 전략, 전술, 지

형, 보급 상황, 사용자의 숙련도 등 다양한 요소와 사용되는 맥락에 의

해 그 유형이 좌우된다. 따라서 특정 무기를 공격형 또는 방어형으로 정

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61) 세 번째 기준인 무기 이전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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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 여부 또한 판단 기준의 모호성이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고 본 논문

의 연구 질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가치 있는 무기 이전’ 종속 변수를 

‘첨단무기 이전’으로 수정하여 설정하였다. 첨단무기란 첨단기술

(high-technology)에 기반하여 개발, 개량된 신형 무기를 의미한다. 첨

단무기 이전은 구식 무기에 비해 월등한 군사력 상승을 야기함과 동시에 

첨단 기술의 이전까지 동반하므로 피후견국에게 더욱 강력한 신호로 작

용할 수 있다.62) 그리고 첨단무기는 구식 무기에 비해 비교적 높은 가격

을 형성하기 때문에 첨단무기 이전은 무기 이전 예산의 상승을 야기하므

로 첫 번째 기준도 일부분 충족시킨다. 또한 첨단무기는 일반적으로 장

기간에 걸쳐 이전될 뿐만 아니라 무기 활용에 필요한 부가 장비 도입, 

사용자에 대한 교육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세 번째 기준에도 부합한다.

      

    나. 독립 변수 

 이론틀의 독립 변수인 후견국-피후견국 사이의 안보이익 공통성

과 피후견국의 상대적 군사력은 후견국 정책결정자의 위협 인식(threat 

perception)에 기반한 개념이다. 이는 물질적인 힘(power)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위협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동맹 형성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왈트(Stephen M. Walt)의 위협균형론에 의거한 것이다.63) 따라서 후견

61) 일반적으로 방어형 무기로 정의되는 지뢰, 조기경보기, 감시 장비 등의 무기도 공격 

의도로 사용되거나 공격 작전에 활용될 경우 공격형 무기로 정의될 수 있다. Alvin J. 

Cottrell, Robert Hanks and Michael Moodie, Arms Transfers and U.S. Foreign 
and Military Policy, Significant Issues Series Vol. 1. No. 7(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1980), pp. 35-36. 

62) 냉전시기 소련 및 공산진영 국가들은 무기 보유량에서 미국 및 자유진영 국가들에 

비해 우세를 점하고 있었다. 미국은 이러한 양적 우세를 첨단무기 이전을 통해 기술적 

우위(superior technology)로 대응하는 상쇄(offset) 전략을 펼쳤다. Ashton B. 

Carter, Marcel Lettre and Shane Smith, "Keeping the Technological Edge," in 

Ashton B. Carter and John P. White(eds.), Keeping the Edge: Managing 
Defense for the Future(Puritan Press, 2000), p. 129.; Harold Brown, Thinking 
about National Security(Colorado: Westview Press, 1983), pp. 228-233.   

63) Walt, 1987, pp. 5, 21-28. 위협균형론과 더불어 위협의 인식적, 관념적 측면을 강

조하는 이론적 입장으로는 위협전이론이 있다. 위협전이론은 위협이 고정된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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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피후견국 사이의 안보이익 공통성은 ‘후견국이 판단한’ 피후견국의 안

보이익이 후견국의 핵심적인 안보이익과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피후

견국의 상대적 군사력 또한 ‘후견국이 판단한’ 피후견국이 적대국의 공

격을 억지 또는 방어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본 논문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통계적 검증의 용이성을 

위해 독립 변수를 인식 요소를 제외한 정량적 변수로 수정하였다. 후견

국의 상황 인식은 정량적 변수로 측정한 객관적 군사력 균형 상황을 대

략 반영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론틀에서 본래 강조하였던 인식의 측면

은 본 논문의 사례 연구 부분에서 함께 다루도록 한다.  

  3. 가설 설정

    가. 후견국-피후견국 간 안보이익의 공통성

후견-피후견 국가관계에서 안보이익의 공통성이란 두 국가가 위

협을 공유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후견국의 입장에서 해석하자면, 피후견

국이 안보 위협을 받는 경우에 그 위협이 자국의 안보 상황에도 위협이 

될 경우 두 국가간 안보이익의 공통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피후

견국의 위협이 자국의 안보 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두 국가간 안보이익의 공통성이 낮은 것으로 본다.  

두 국가 간 안보이익의 공통성이 가장 높은 경우로 두 국가의 

적대국, 위협국이 동일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경우, 한 국가가 

위협국가로부터 공격받게 될 경우 다른 한 국가가 위협국가에 맞서 대응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동일한 위협국가일 경우 유사시 동맹 의무

로 인한 연루의 두려움이 감소된다.64) 

안보이익의 공통성이 높을 때 후견국의 행동을 보여주는 구체적

인 예로 ‘베를린 봉쇄(Berlin Blockade)' 사건을 들 수 있다. 2차 대전이 

니라 투사에 의해 전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욱희, 『삼각관계의 국제정치: 중국, 

일본과 한반도』(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pp. 25-30.

64) Lai and Reit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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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된 이후 미국과 서독은 소련이라는 공통된 적을 두고 있었고, 서독

은 서구 동맹의 상징이자 소련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였다. 

1948년 6월 소련이 서베를린에 대한 동맹국들의 접근을 봉쇄했을 때, 

미국은 1949년 5월 봉쇄가 해제될 때까지 1년여의 기간 동안 물자를 

공중 수송하는 노력을 통해 서베를린을 지켜냈다.65) 

후견국-피후견국 간

높은 안보이익의 

공통성

⇨ 후견국의

연루 두려움 감소
⇨ 동맹 조약 체결

[그림 3-1] 가설1의 연쇄과정

이처럼 후견국과 피후견국 간의 높은 안보이익 공통성은 후견국

의 연루 두려움을 상쇄한다. 그 결과 후견국은 주저 없이 피후견국에 대

해 적극적인 군사원조를 행할 수 있게 된다. 적극적인 군사원조의 대표

적인 예는 동맹 조약 체결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동맹 조약 체결은 

피후견국과 적대국에 대한 강력한 신호이지만 후견국에게는 부담이 따르

는 결정이다. 하지만 후견국이 피후견국의 위협에 대해서 높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동맹 조약을 체결하여 자국의 안보이익을 보

호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후견국이 갖는 안보이익의 공통성이 낮을수록 동맹 조약과 

같은 높은 수준의 ‘손묶기(hand-tying) 신호’를 보낼 가능성은 낮아진다. 

이 경우에는 후견국이 피후견국에 대해 군사원조를 행하지 않거나, 연루

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낮은 수준의 군사원조를 행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할 수 있다. 

65) Michael Brecher, International Political Earthquak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8), pp. 14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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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후견국-피후견국 간 안보이익의 공통성이 높을수록 동맹 

조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

    나. 피후견국의 상대적 군사력

후견국은 군사원조를 행함에 앞서 피후견국과 적대국의 군사력 

균형을 고려한다. 후견국은 양적, 질적 양면에서 피후견국이 처한 군사

력 균형 상태를 측정하고 평가하여 군사원조 정책결정에 반영한다. 실제

로 냉전시기 미국 군사원조의 주요 목적은 지역 세력균형을 안정화, 유

지하는 것이었다.66)

피후견국이 적대국과의 군사력 균형에서 우위를 점할 경우, 후견

국은 군사원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피후견국이 우세

한 상황에서 무기 이전이 이뤄진다면 이는 군사력 균형의 격차를 더욱 

확대할 것이고, 이는 피후견국의 공세적 도발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또한 이는 후견국의 연루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후견국은 더욱 신

중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1960년대 초 이스라엘의 상황을 들 수 있다. 1963년 

이스라엘은 미국에 이집트와 아랍 국가들에 대응가능한 수준의 무기를 

이전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이집트 및 

아랍국가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이에 미국은 이스라엘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단편적인 소규모 무기 이전만을 행했다. 이는 군

사력 균형 측면에서 고려한 결과가 아닌 이스라엘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표한 행위였다.67)     

반면, 피후견국이 적대국과의 군사력 균형에서 열세일 경우, 후

견국은 군사원조를 통해 그 열세를 만회하고자 한다. 이 때 사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군사원조 수단은 첨단무기 이전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무기 이전은 매몰 비용 신호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후견국의 책임부담

66) Mott IV, 2002, p. 211.

67) Yarhi-Milo, Lanoszka and Cooper, 2016, p. 1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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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은 반면, 피후견국의 군사적 역량을 증강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동

맹 조약 체결과 비교했을 때 무기 이전은 의사결정 절차가 신속히 이뤄

질 수 있으며, 지원 규모와 시기를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대만의 사례를 생각해볼 수 있다. 대만은 1950년대부터 

미국의 전략적 동맹국이었다. 대만은 적대국인 중국과의 군사력 균형에

서 줄곧 열위에 있었다. 이에 미국은 동맹 조약을 통해 대만 안보를 지

원했으며, 1970년대 초부터 중국과 관계 정상화를 하면서도 지속적인 

무기 이전을 통해 대만의 안보를 지원하였다.68) 

피후견국의 

군사력 균형 열세
⇨ 후견국의 군사력 

균형 만회 노력
⇨ 후견국의

첨단무기 이전

[그림 3-2] 가설2의 연쇄과정

이는 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세력 균형의 논리 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세력균형은 무정부상태의 국제 체제에서 국가들이 생존을 추구

하며 행동할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정치 형태이다.69) 모겐소(Hans J. 

Morgenthau)는 국가들이 이러한 세력균형의 규칙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개별 국가의 국제적 안정과 민족적 독립 목적을 충족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한다.70) 실제로 미국의 냉전시기 안보전략은 소련과의 

세력균형 유지가 주요 목표였고, 이에 미국은 미소 양국 간의 균형뿐만 

아니라 지역 수준의 세력균형 또한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피후견국의 낮은 군사력은 지역 수준에서의 세력균형을 깨뜨리며 미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첨단무기를 이전한다는 논리를 추측할 수 있다.

68) Dennis Van Vranken Hickey, United States-Taiwan security ties : from Cold 
War to beyond containment(London: Praeger, 1994).

69) 박건영(역), 2000, pp. 182-192. 

70) Morgenthau, 1973, pp. 2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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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할 수 있다.

가설 2: 피후견국의 상대적 군사력이 약할수록 후견국이 첨단무기를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위의 2가지 가설은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므로 [표 3-1]과 같이 

총 4가지 경우로 교차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로 후견국과 피후견국 

간 안보이익의 공통성이 낮으면서 피후견국이 적대국과의 군사력 균형에

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후견국의 군사원조가 이루어지지 않

을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후견국이 피후견국에 대해 군사원조를 시

행할 유인이 적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역시 두 국가간 안보이익의 공통성이 낮은 경우에 피

후견국이 군사력 균형에서 열세를 보이는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경우는 후견국이 동맹 조약을 체결하는 대신 첨단무기 이전만을 행할 가

능성이 높다. 피후견국에 연루될 위험성을 감수할 만큼 위협에 대한 공

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두 국가간 안보이익의 공통성이 높으면서 피후견국이 

군사적 우위를 점하는 상황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두 국가가 

공통된 위협에 대한 동맹 조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지만, 후견국이 무

기를 이전할 가능성은 낮다. 이미 피후견국이 군사력에서 적대국에 비해 

앞서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양국이 공통된 위협을 가지고 있으면서 피후견국이 

군사적 열세에 놓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견국은 피

후견국의 안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행할 것이므로, 동맹 조약을 체

결하고 첨단무기까지 이전하는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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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설 검증

  1. 통계 분석

    가. 분석 대상

본 논문의 통계 분석 대상은 미국이 피후견국에게 동맹 및 무기 

이전을 제공한 사례이다. 따라서 연구 진행에 앞서 동맹, 무기 이전의 

명확한 개념 정의는 필수적이다. 

먼저, 동맹의 정의는 비교적 명확하다. 동맹이란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서 서로에게 특정 행동을 강제하는 두 국가 간의 조약(treaty)'을 

의미한다.71) 보다 세부적으로 정의하면 동맹이란 “군사적 갈등 발생 시 

상대국을 지원하거나, 중립을 지키거나, 공격적 행동을 삼가거나, 잠재적 

갈등상황에서 협력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은 최소 2개 이상 독립 국가의 

공식 대표자에 의해 체결된 서면 합의(written agreement)”이다.72)   

동맹 의무의 정도와 성격에 따라 불가침 조약(non-aggression pact), 

중립 조약(neutrality pact) 등으로 구분되나, 본 연구에서는 군사적 갈

등 상황에서 동맹국의 방어를 지원해야할 의무가 있는 방위 조약

(defense pact)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무기 이전이란 미 군비관리군축국(ACDA,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이하 ACDA)의 정의에 의하면 “전쟁 무기, 부품, 탄

약, 지원장비, 그 외 군사용 목적으로 생산된 물품 등을 포함하는 재래

식(conventional) 군사 장비의 국제적 이전(무상 원조, 신용 판매, 교환, 

현금 거래)”을 의미한다.73) 이 정의에 따르면 겸용(dual use) 장비라도 

71) James D. Morrow, "Alliances: Why Write Them Dow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3. No. 1(June 2000), pp. 63-83.

72) Brett A. Leeds, Jeffrey M. Ritter, Sara M. Mitchell, and Andrew G. Long, 

"Alliance Treaty Obligations and Provisions, 1815-1944,"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28(2002), pp. 237-260.

73) ACDA,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7),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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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목적이 군사용일 경우 무기 이전의 범주에 포함된다. 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보다 엄격한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이하 SIPRI)의 기준을 적용하

여 ‘주요 재래식 무기(MCW, Major Conventional Weapons)’가 이전된 

경우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겸용 장비를 제외한 군사전용 장비

만이 포함되며, 군사 기술 등을 제외한 완성된 무기 체계(finished 

weapons system)를 대상으로 한다. 이전 방식에 대해서는 ACDA의 정의를 

준용하여 무상 원조, 신용 판매, 교환, 현금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SIPRI는 주요 재래식 무기를 항공기(aircraft), 방공시스템

(air defense system), 장갑차(armored vehicles), 포(artillery), 미사일

(missiles), 함정(ships), 센서(sensors), 엔진(engines), 해상무기(naval 

weapons), 기타(others)의 10가지 기준으로 분류하는데, 본 연구는 위 

10가지 분류 중 센서, 엔진, 해상무기, 기타 범주를 제외한 6가지 범주

를 대상으로 삼는다. 그 이유는 위 4가지 범주의 경우 독립적인 무기체계

라기 보다는 다른 무기체계에 속하는 부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74)

추가적으로 동맹과 무기 이전을 행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도 명확

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가를 주요 행위자로 삼는다. 이는 냉전 

시기 무기 이전의 주요한 행위자는 국가였으며,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 

또한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정치이론의 체제적 접근과 맥락을 같이

해왔기 때문이다.75) 

그리고 본 연구는 두 국가 간의 무기 이전, 정확히 말해 후견국

과 피후견국 양자 간의 무기 이전을 대상으로 한다. 후견국은 동맹 조약 

및 무기 이전을 제공해주는 국가를 의미한다. 피후견국은 동맹 조약 및 

무기 이전을 받는 국가를 말한다.76) 즉, 본 논문에서 후견국은 미국을 

의미하며 피후견국은 미국으로부터 동맹 조약 및 무기 이전을 제공받는 

국가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개 국가 이상 다자 간의 무

74) 본 논문은 무기 이전 중에서도 첨단무기 이전에 주목한다. 첨단무기 이전 측정에 대

해서는 본 논문의 4장 1절을 참조.

75) 국제정치의 국가중심성 가정에 대해서는 박건영(역), 2000, pp. 148-154. 참조.

76) 일반적으로 후견국은 patron, 피후견국은 client로 번역된다. 무기 이전의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후견국은 supplier, 피후견국은 recipient, demander로 번역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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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전 또는 국제기구, 반정부 단체 등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무기 이전

은 연구 범위에서 제외한다.77)

    나. 분석 시기

본 논문은 냉전기 미국의 안보 정책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 때문

에 구체적인 분석 시기를 1950년부터 소련이 붕괴하는 1991년까지로 

설정하였다. 1950년을 시작점으로 설정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미

국의 무기 이전은 195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을 통해 對 소련 봉쇄정책을 표명한 미국은 1949

년 10월 상호방위원조법(the Mutual Defense Assistance Act)을 통해 

동맹 및 우방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공식화하였다.78) 둘째,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주요 정량적 데이터들이 1950년을 기점으로 축적되어있기 때

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및 시기를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분석 대상

동맹  전시 상호지원 의무가 있는 방위조약 (defense pact)

무기 이전

 주요 재래식 무기(항공기, 방공시스템, 장갑차, 포,  

 미사일, 함정)의 국가 간 이전(무상 원조, 신용  

 판매, 교환, 현금 거래 등)

행위자

후견국  동맹 조약 및 무기 이전을 제공해주는 국가(미국)

피후견국  동맹 조약 및 무기 이전을 받는 국가

분석 시기  1950년부터 1991년까지

[표 3-2] 통계 분석의 범위

77) 국가 내부, 초국가 등 다양한 층위의 무기 이전 행위자에 대한 논의는 Edward A. 

Kolodziej, "Arms Transfers and International Politics: The Interdependence of 

Independence," in Stephanie G. Neuman and Robert E. Harkavy(eds.), Arms 
Transfers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Praeger, 1979), pp. 200-215.를 참조.

78) Labrie, Hutchins, Peura and Richman, 1982,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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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례 연구

본 논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사례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가설

의 연쇄과정을 살핌으로써 통계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이는 

통계 분석 결과, 이론의 예측과 상반되는 부분이 도출되었기에 이를 재

검토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본 논문의 사례 연구는 이론틀의 기존 저

자들이 다루지 않았던 동맹 내부에서의 무기 이전에 대한 것으로 이론틀 

검증의 공백을 메운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이자 무기 이전 대상국인 한국 

사례를 살핀다. 구체적으로는 ‘1970년대 초반 닉슨 행정부 시기 F-4D 

전폭기 도입 시도’ 사례와 ‘1970년대 후반 카터 행정부 시기의 F-16 전

투기 구매 시도’ 사례를 비교한다. 두 사례는 모두 한국이 미국 측에 최

첨단 전투기 도입을 요구한 사례이다.   

사례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피후견국의 상대적 

군사력 변화가 후견국의 첨단무기 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가설 

2이다. 먼저 독립 변수의 편차를 확인하기 위해 두 시기 한국과 북한 사

이의 군사력 균형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이후 위에서 제시한 가설 2의 

연쇄과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 종속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결과를 확인할 것이다. 본 논문은 사례 내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의 안보이익의 공통성을 두 시기 모두 높은 상태로 가정한다. 이는 

안보이익의 공통성이 높을 경우 동맹 조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

론틀의 내용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두 시기 한미 간의 안보이익 공통

성은 변화가 없는 상수로 볼 수 있다.

사례 연구의 주요 방법은 문서 기록(written records) 탐독을 통

해 이루어지는 문서 연구(archival research)이다. 접근 가능한 1차 자

료를 중심으로 당시 한국의 최첨단 전투기 요청에 대한 미국 행정부 내

부의 정책결정과정을 살핀다. 1차 자료 접근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자료를 원용한 박사 학위 논문을 우선적으로 참고하였으며 그 외에 

다양한 2차 자료를 통해 추가 보완하였다. 미국 측 1차 자료로는 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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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부가 발간하는 FRU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를 

비롯하여 국사편찬위원회와 대통령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국 대통

령도서관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79) 또한 웹 데이터베이스인 

DDRS(Declassified Documents Reference System), DNSA(Digital 

National Security Archive)를 사용하였다. 한국 측 1차 자료는 서울대학

교 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외교문서와 대통령기록관 소

장 문서를 활용하였다.

79) 추가적으로 공군사관학교 엄정식 박사의 도움으로 카터 대통령도서관 소장 자료를 

살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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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통계 분석

제 1 절 변수 설정과 데이터

  1. 분석 단위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미국을 포함한 ‘방향성이 없는 양자관계 

- 연도(non-directed dyad-year)’로 설정하였다. 이는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양자관계(politically relevant dyads)’만이 아닌 모든 양자관계를 

대상으로 하며80), 양자관계 중 한 국가는 후견국 미국으로 고정된 형태

이다.

본 연구는 미국의 군사원조가 이루어진 우방국만을 분석 대상으

로 삼기 때문에 이 또한 분석 단위 설정에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를 명

확히 설정하기 위해 먼저 1950년부터 1991년까지 미국의 모든 무기 이

전 상대국을 대상으로 미국과의 S-score 점수를 조사하였다.81) 이후 무

기 이전 상대국 중 가장 낮은 S-score 점수를 갖는 국가를 파악하였고, 

이 점수를 최저 기준으로 우방국 여부를 판단하였다.82)    

또한 본 연구는 독립 변수의 효과가 일정한 시간 차(time lag)를 

두고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즉, 특정 연도(T년)의 독

립 변수가 그 다음 해(T+1년)의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80)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양자관계에 대한 설명은 Douglas Lemke and William 

Reed. "The Relevance of Politically Relevant Dyad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5. No.2(February 2001), pp.126-144. 참조.

81) S-score는 두 국가 사이의 정책, 선호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활용된다. 

Curtis S. Signorino and Jeffrey M. Ritter, "Tau-b or Not Tau-b: Measuring 

the Similarity of Foreign Policy Positions," International Studies Quaterly Vol. 

43. No. 1(March 1999), pp. 115-144.

82) 미국의 무기 이전 상대국 중 가장 낮은 동맹 유사성 점수(global, weighted)는 

1973년 핀란드의 “-0.27168” 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은 미국과의 

S-score 점수가 -0.27168 보다 높은 국가로 한정된다. 한편, 위 기준으로 우방국 여

부를 판단하면 일부 적대국가들이 포함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통제 변수

로 ‘공산국가 여부’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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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정 연도의 정책 결과가 일정 기간의 정책결정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2. 종속 변수 

본 연구의 종속 변수는 ‘동맹 조약 체결 여부’와 ‘첨단무기 이전 

여부’이다. 그리고 통계 분석을 위해 이 두 변수를 조합하여 다분변수

(polytomous variable)로 조작화하였다.  

    

    가. 동맹 조약 체결 여부

‘동맹 조약 체결 여부’는 리즈(Brett A. Leeds), 리터(Jeffrey M. 

Ritter), 미첼(Sara M. Mitchell)과 롱(Andrew G. Long)의 동맹조약 데

이터(the Alliance Treaty Obligations and Provisions Project, ATOP)

를 사용한다.83) 

데이터 내에서 동맹 조약의 종류는 방위 조약(defense pact), 공격 

동맹(offense pact), 중립 조약(neutrality pact), 불가침 조약

(non-aggression pact), 협의(consultation)의 5가지 형태로 분류되어 

있다. 이 분류 중에서 본 연구는 방위 조약의 경우를 동맹 조약이 체결

된 것으로 간주한다.84) 따라서 ‘동맹 조약 체결 여부’ 독립 변수의 최종

적인 형태는 양국이 방위 조약 관계일 경우 동맹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

여 1의 값을 매기고, 그 외의 경우 동맹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0의 값

을 설정한다.  

83) Leeds, Ritter, Mitchell, and Long, 2002. the Alliance Treaty Obligations and 

Provisions Project. http://atop.rice.edu/data (최종 검색일: 2017년 11월 13일)

84) 데이터 내에서 동맹의 각 범주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 동맹이 여러 개의 

범주에 속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위 조약 범주에 속한 모든 동맹을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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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첨단무기 이전 여부

본 연구에서는 ‘첨단무기 이전 여부’ 독립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SIPRI의 무기 이전 데이터를 활용하여 간접적인 지표를 설정하였다.85) 

SIPRI의 무기 이전 데이터는 1950년부터 2000년까지 모든 국가 간 무

기 거래의 규모와 내용을 축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SIPRI 데이터를 사용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데이터

가 무기 이전의 양적 규모 뿐 아니라 이전된 무기의 질적 수준까지 간접

적으로 측정하고 있기 때문이다.86) SIPRI는 무기 이전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TIV(Trend-Indicator Value) 단위를 개발하여 사용한

다. TIV 단위는 무기의 단위생산비용(unit production costs)에 기반하며, 

무기의 무게, 속도, 용도 등 성능특성(performance characteristics)을 고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의 사용가치(use-value)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무기의 질적 수준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첨단무기 이

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지표를 설정하였다. 

① 1950~1991년 사이 미국의 모든 무기 이전 데이터를 각 정권 별로 

분류한다.87)

② 각 정권 별로 이전된 무기의 ‘단위 TIV값(TIV deal unit)’88)을 정리한 

후, ‘단위 TIV값’ 별로 무기 이전의 빈도수를 측정한다. 

③ 위의 분포를 log 변환하여 정규분포와 유사한 분포를 갖도록 조정한 

뒤, 평균으로부터 우측으로 1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만큼 떨

어진 값을 첨단무기의 기준값으로 삼는다.  

④ 이전된 무기의 ‘단위 TIV값’이 기준값을 초과하면 첨단무기인 것으로 

판단하여 1의 값을, 기준값 이하일 경우 0의 값을 매긴다.

85)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http://armstrade.sipri.org/armstrade/html/

   tiv/index.php (최종 검색일: 2017년 11월 13일)

86) 이외에도 SIPRI 데이터의 장점은 다른 데이터에 비해 넓은 범위의 데이터 소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 정부 발간 데이터에 비해 높은 객관성과 투명성 등이 있다. 

Akerman and Seim, 2014, p. 537, 각주 6번. 무기 이전 데이터들에 대한 설명, 비

교 및 평가는 Michael Brzoska, "Arms Transfers Data Sourc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26. No. 1(March 1982) pp. 77-108.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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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종속 변수의 조작화

본 연구는 통계 분석을 위해 종속 변수를 이론틀에 맞추어 조작

화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4-1]과 같다.

종속 변수값 동맹 조약 체결 여부 첨단무기 이전 여부

0 X X

1 X O

2 O X

3 O O

[표 4-1] 종속 변수의 조작화

  결과적으로 종속 변수는 ‘동맹 조약 체결 여부’, ‘첨단무기 이전 

여부’에 따라 0, 1, 2, 3의 값을 갖는 형태로 설정되었다. 전체 5,074개

의 관측치 중 0의 값은 2,986개(58.85%), 1의 값은 164개(3.23%), 2의 

값은 1,457개(28.72%), 3의 값은 467개(9.20%)의 분포를 보인다.

  3. 독립 변수

    가. 후견국-피후견국 간 안보이익의 공통성

두 국가의 안보이익 공통성을 측정하기 위해 동맹 포트폴리오에 

기반한 S-score 점수를 활용한다.89) S-score는 기존 Tau-b의 한계를 

87) 이는 미국의 무기 이전 정책이 각 정권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각 정권의 

집권 시기는 트루먼(1945-52년), 아이젠하워(1953-60년), 케네디(1961-63년), 존슨

(1964-69년), 닉슨(1970-73년), 포드(1974-76년), 카터(1977-80년), 레이건

(1981-88년), 부시(1989-91년)으로 설정하였다. 

88) 단위 TIV 값이란 각 무기 체계 한 단위가 갖는 TIV값을 의미한다. 이는 곧 해당 

무기 체계 고유의 양적, 질적 가치를 의미한다.

89) Signorino and Ritt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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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며 등장한 새로운 동맹 유사성 지표이다. 데이터는 Eugene 소프

트웨어를 통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가중치를 고려하여 추출한다.90) 

S-score는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1의 경우 두 국가의 이익이 

완전히 불일치하는 것으로, 1의 경우 두 국가의 이익이 완전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피후견국의 상대적 군사력

피후견국의 상대적 군사력은 카우 프로젝트의 국가 물질 능력

(COW 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 데이터의 국가역량종합지표

(Composite Index of National Capabilities, CINC)를 사용하여 측정한

다.91)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피후견국의 CINC 점수를 피후견국의 CINC

점수와 피후견국의 위협 국가들의 CINC 점수의 합을 더한 값으로 나누

는 것이다. 수식의 형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위협국가들의 CINC점수 총합을 측정하는 방식은 리즈

(Brett A. Leeds)와 세이번(Burcu Savun)의 연구와 리즈, 매티스

(Michaela Mattes), 보겔(Jeremy S. Vogel)의 연구를 참고한다.92) 이 

90) Scott Bennett D. and Allan Stam. “EUGene: A Conceptual Manual,”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26. No. 2(January 2000), pp. 179-204. 

http://eugenesoftware.org. (최종 검색일 : 2017년 11월 13일)

91) COW 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 dataset version 5.0. 

http://www.correlatesofwar.org/data-sets/national-material-capabilities (최종 검

색일: 2017년 11월 13일). CINC 지표는 분쟁(conflict) 관련 기존 연구에서 잠재적 

군사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David J. S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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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 pp.19-48. 

92) Brett Ashley Leeds and Burcu Savun, "Terminating Alliances: Why Do States 

Abrogate Agreements?," The journal of Politics, Vol. 69. No. 4(Nov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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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따르면 위협은 총 3단계를 거쳐 측정된다. 첫째로 모든 강대국

(major power)과 근접국(contiguous countries)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

적으로 유의미한 국제 환경(politically relevant international 

environment)’을 가정한다. 다음으로, 1816년부터 2000년까지의 모든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양자관계(politically relevant dyad)’의 S-score 

점수 중간값(median)을 기준으로 잠재적 위협국가를 구분한다.93) 마지

막으로 잠재적 위협국가 중 해당 국가와 동맹 관계가 아닌 국가의 CINC 

점수를 합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보다 보수적인 측정을 위해 국가 

간 숙적관계(rivalry)를 파악하여 숙적관계에 있는 국가 또한 위협국가로 

추가하여 측정하였다.94)

피후견국의 상대적 군사력 변수는 0과 1사이의 실수 값을 갖게 

되는데 통계 분석의 편의를 위해 로그(log) 변환을 한다. 최종적으로 변수

값은 -12.08에서 0 사이의 값을 갖게 되며, -12.08에 가까울수록 피후견

국의 군사력이 약한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통제 변수

본 논문에서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보다 정

확히 측정하기 위해 독립 변수 외에 추가적인 변수들을 고려한다. 기존 

2007), pp. 1118-1132.; Brett Ashley Leeds, Michaela Mattes and Jeremy S. 

Vogel, "Interests, Institutions, and the Reliability of International 

Commitment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3. No. 2(April 

2009), pp. 461-476.; Fordham and Poast, 2016, p. 855.

93) 1816년부터 2000년까지의 모든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양자관계(politically 

relevant dyad)’의 S-score 점수의 중간값은 0.775이다(global, unweighted). 해당 

연도의 S-score 점수가 0.775보다 낮은 경우 잠재적 위협국가로 분류된다. Leeds 

and Savun, 2007, p. 1127.

94) 서로 근접한 국가일수록 S-score가 높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S-score만

을 기준으로 위협을 판단할 경우, 근접국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위협이 측정되지 않았

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과 북한은 실질적인 대립관계임에도 불구하고 S-score가 0.9 

이상의 값을 갖게 되어 서로의 위협으로 측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톰슨(William R. Thompson)의 숙적국가 관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William R. 

Thompson and David R. Dreyer, Handbook of international rivalries, 
1494-2010(Washington D.C: CQ Pres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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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기반하여 동맹 형성과 무기 이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

인들을 후견국·피후견국의 개별적 특성, 후견국과 피후견국 사이의 양자

적 특성으로 정리하였다. 

    가. 후견국·피후견국의 개별적 특성

      1) 피후견국의 민주주의 수준

동맹 형성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상대국의 동

맹 의무 이행에 대한 신뢰성이다. 상대국이 동맹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

이 높다면 동맹 형성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기존 연구들은 민주 제도의 

특성과 정치 문화의 영향으로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동맹 의무 이행에 대

한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동맹 의무

를 위반했을 시 감당해야 할 청중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95) 한편, 유사

한 이념과 정치 제도를 가진 국가들은 국가 이익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동맹 형성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있다.96)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은 피후견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강대국이 동맹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할 수 있다.

민주주의 수준은 강대국의 무기 이전 결정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 동맹과 같은 맥락에서 유사한 정치 제도와 국가 이익을 가진 국

가에 대한 안보 지원 차원에서 무기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이

념 대립이 심각했던 냉전 시기의 경우 이러한 이념적 동질성의 영향력은 

더욱 강조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무기 이전 결정에 있어 대상국의 인권 

탄압 수준을 고려한다.97) 민주주의의 경우 권위주의 국가에 비해 인권 

존중 수준이 높으므로98) 무기 이전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95) Kurt T. Gaubatz, "Democratic states and commitment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0. No. 1(1996), pp. 109-139.

96) Fordham and Poast, 2016, pp. 848-849.

97) Shannon L. Blanton, "Foreign Policy in Transition? Human Rights, 

Democracy, and U.S. Arms Export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9. 

No. 4(December 2005), pp. 647-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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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폴리티 IV(Polity 

IV) 데이터를 사용한다. 이 데이터는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10에서 

10까지의 정수로 표현한다. -10에 가까울수록 권위주의적 국가이며, 10

에 가까울수록 민주주의 국가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피후견국의 경제 수준

동맹의 경제적 이론(economic theory)에 기반했을 때 국가의 

경제 수준은 동맹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동맹 

내에서 ‘안보’라는 공공재를 생산함에 있어서 각 동맹 구성원들은 국력과 

경제력에 따라 상이한 비율로 비용을 부담한다. 그리고 더 강력한 국가, 경

제적으로 부강한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비교적 많은 부담을 

갖는다.99) 즉, 경제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은 비용을 분담할 수 있

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동맹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피후견국의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미국은 동맹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무기 이전과 피후견국의 경제 수준의 관계는 2가지의 상반된 예

측이 가능하다. 먼저 경제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구매력이 높다고 가

정했을 때, 미국은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경제적 수준이 높은 국가에

게 더 많은 무기를 이전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반면, 경제 수준이 높은 

국가는 국가 내부의 산업 경쟁력이 높고, 따라서 자체적인 무기 생산 능

력을 갖추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는 후견국의 무기 이전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국가의 경제 수준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per capita)을 지표

로 활용하여 측정한다. 글레디치(Kristian S. Gleditsch)의 확장된 무역, 

국내총생산 데이터(Expanded Trade and GDP data)를 활용하며100), 

98) Erickson, 2015, p. 42.; Shannon L. Blanton, “Instruments of Security or 

Tools of Repression? Arms Imports and Human Rights Condi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36. No. 2(March 

1999), pp. 233-244.

99) Wallace J. Thies, "Alliances and Collective Goods: A Reappraisal,"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1. No. 2(June 1987), pp. 29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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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값에 로그(log)변환을 하여 사용한다.

      3) 피후견국의 핵무기 보유, 핵개발 프로그램 진행 여부

무기 이전은 핵무기 비확산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무기 이전은 핵무기 미보유 국가들의 안보불안을 완화시켜 핵무기 

획득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에 충분

한 수준의 재래식 전력을 제공한다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

로 예측 가능하다.101) 실제로 이러한 비확산과 핵무기 사용 저지의 논리

는 미국의 무기 이전 정책을 옹호하는 주요한 논리 중 하나였다.102) 따

라서 핵무기를 이미 보유했거나, 핵무기 보유를 시도하려는 우방국가에 

대해서 더 높은 수준의 무기 이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피에르는 무기 이전이 충분히 핵무기를 대체하지 못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국가의 안보 이익이 핵무기 보유와 밀접히 연관된 

경우에는 핵보유 의지를 꺾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무기 이전보다 동맹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103) 동맹 체결은 무기 이

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안보 불안으로 인한 

핵무기 보유 의지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피후견국의 핵무기 보유 여부, 핵개발 프로그램 진행 여부는 조

동준과 가르츠크(Gartzke)의 연구 데이터를 활용한다.104) 위 연구는 각 

국가들이 핵개발 프로그램의 시작 시점과 지속기간, 핵무기 보유 시점을 

100) Kristian S. Gleditsch, “Expanded Trade and GDP Dat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6. No. 5(October 2002), pp. 712-724.; Expanded Trade and 

GDP Data http://privatewww.essex.ac.uk/~ksg/exptradegdp.html (최종 검색일: 

2017년 11월 13일)

101) Pierre, 1982, pp. 29-30.; Yang Bonny Lin, Arms, Alliances, and the Bomb: 
Using Conventional Arms Transfers to Prevent Nuclear Proliferation, Ph.D.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2012. 

102) Labrie, Hutchins, Peura and Richman, 1982, pp. 69-70.

103) Pierre, 1982, pp. 30-31.

104) Dong-Joon Jo and Erik Gartzke, "Determinants of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1. No. 1(February 2007), 

pp. 167-194.; 조동준, “핵확산의 추세 vs. 비확산의 방책,”『한국과 국제정치』Vol. 

27. No. 1(2011), pp. 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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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고 있다. 핵무기 보유 여부는 해당 연도에 피후견국이 핵무기를 보

유했다면 1, 아니라면 0의 값을 설정한다. 핵개발 프로그램 진행 여부는 

해당 연도에 피후견국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었다면 1의 값을, 

아니라면 0의 값을 설정한다.

      4) 피후견국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여부

강대국은 피후견국이 자국의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국가에 안보 지원을 통해 이를 보호하고자 한다. 석유, 천연가스와 

같이 수입의존도가 높은 자원은 미국의 중요한 이익이다. 따라서 자원 

보유국에 대한 동맹, 무기 이전은 이러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데 중

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일부 경험 연구 결과는 실제로 무기 이전과 산

유국 여부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105) 따라서 석유와 천연가

스가 매장되어 있는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미국의 동맹, 무기 

이전 제공 유인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석유, 천연가스 매장 여부는 페트롤륨 데이터(Petroleum 

Dataset)를 활용하여 측정한다.106) 이 데이터는 석유, 천연가스가 매장

된 위치를 국가, 위도, 경도로 표시하고 있으며, 매장 여부가 확인된 시

기까지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해당 연도 석유, 천연가스 매장 여부가 

확인된 경우 1, 아닐 경우 0의 값을 설정하여 변수를 조작화한다.

      5) 피후견국의 공산주의 국가 여부

냉전시기 미국의 군사원조 정책의 주목적은 소련 및 공산진영과

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소련의 동맹 진영에 속해 있

105) Chan, 1980.

106) Päiv Lujala, Jan Ketil Röd and Nadja Thieme, "Fighting over oil: Introducing 

a new dataset,"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24. No. 

3(September 2007), pp. 239-256.; Petroleum Dataset version 1.2. 

https://www.prio.org/Data/Geographical-and-Resource-Datasets/Petroleum-Data

set/Petroleum-Dataset-v-12(최종 검색일: 2017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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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산주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미국의 군사원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

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 국가가 공산주의 정권 국가인지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해 존슨(Richard A. I. Johnson)의 연구를 참조한다.107) 존슨은 각 

연도별 국가들의 공산주의 정권 수립 여부를 판단하여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된 경우는 1, 아닌 경우는 0으로 정리하였다.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존슨의 분류를 준용한다.

      6) 후견국의 군사원조 예산 규모 

후견국의 특성 중 군사원조 예산 규모는 동맹 및 무기 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다. 동맹 및 무기 이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비용이 수반되므로 해당 연도의 총 군사원조 예산 규모가 의

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당 연도의 군사원조 예산이 높이 책

정되어 있다면 동맹 및 무기 이전 제공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

며, 반대로 군사원조 예산이 삭감될 경우 이는 후견국에 부담으로 작용

하여 정책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의회의 

예산 감축은 무기 이전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실질적인 장애물로 작용했

다.108) 

미국의 연도별 군사원조 예산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미국 국제

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의 미국 해외 원조(U.S. Overseas Loans and Grants, 

Greenbook) 데이터를 활용한다.109) 이 데이터는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

으로 지원한 경제적, 군사적 원조 규모를 포함한다. 본 논문에서는 2015

107) Richard A. I. Johnson, "United States Arms Transfer Decision Making: 

Determinants of Sales versus Aid," Peace Economics, Peace Science and 
Public Policy, Vol. 21. No. 4(2015), pp. 507-514.

108) Richard M. Moose and Daniel L. Spiegel, "Congress and Arms Transfers," 

in Andrew J. Pierre (ed), Arms Transfers and American Foreign Policy (New 

York :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9), pp. 228-260. 

109) U.S. Overseas Loans and Grants, Greenbook data. 

https://www.usaid.gov/data/dataset/49c01560-6cd7-4bbc-bfef-7a1991867633 (최

종 검색일: 2017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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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달러 기준으로 환산된 연도별 총 군사원조 규모를 사용한다.110)

    나. 후견국과 피후견국 사이의 양자적 특성

      1) 후견국과 피후견국 간의 교역 규모

강대국은 피후견국과의 교역 관계를 지속, 보호하기 위해 동맹을 

형성할 수 있다. 동맹은 양자 교역 관계에 대한 제 3국의 간섭을 방지하

며, 내전이나 반란 등 내부적인 위협을 억지하여 교역의 안정성을 높인

다.111) 이러한 동맹 형성 목적은 특히 군사적, 경제적 능력이 월등한 강

대국에게 적용될 수 있다. 미국과 피후견국 간 교역 규모가 클수록 더욱 

밀접한 교역 관계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교역 규모가 클수록 동맹 

형성 가능성이 높음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은 맥락에서 교역 규모는 무기 이전에도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무기 이전도 동맹과 마찬가지로 교역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수

단으로 시행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강대국과의 교역 규모가 클

수록 강대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강대국 입장

에서 자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무기 이전의 정치적 영

향력(influence)이 크기 때문에 무기 이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112)    

교역 규모는 글레디치(Kristian S. Gleditsch)의 확장된 무역, 국내총

생산 데이터(Expanded Trade and GDP dataset)를 사용하여 측정한다.113) 

달러 가치로 환산된 두 국가 간의 교역 규모를 미국의 해당 연도 GDP로 나

누어, 해당 국가와의 교역이 미국의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다. 

110) 데이터 내의 군사원조의 범주는 무기 이전 뿐만 아니라 교육 훈련, PKO(Peace 

Keeping Operation) 비용 등까지 포괄하고 있다. 특히 본 데이터는 무기 구매에 대

한 차관(Foreign Military Financing) 규모까지 포함하고 있어 단순 원조(aid) 뿐 아

니라 무기 판매(sales)규모까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111) Fordham, 2010, p. 686.

112) Sislin, 1994.

113) Gleditsch,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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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후견국과 피후견국의 지리적 근접도

국가 간의 지리적 근접도는 동맹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일수록 위협에 공감할 가능성이 높고 

군사적 역량을 결집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적다. 또한 동맹의 유지 및 관

리 차원에서도 근접한 지역의 동맹이 훨씬 유리하다. 따라서 국가 간의 

지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동맹 형성 가능성이 높으며, 다수의 경험 연

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114)

무기 이전에도 동맹 형성과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근접 

국가의 안보 위기로부터 야기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기 이전 가능

성이 높아질 수 있고, 거래 비용의 절감 또한 무기 이전을 촉진하는 요

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근접한 국가들은 지역적인 정체성을 공유

할 가능성이 높다. 공통된 정체성은 안보 공동체로서의 소속감을 야기하고 

공통된 이익을 형성하여 보다 적극적인 군사원조로 이어질 수 있다.115) 

국가간 지리적 근접도는 Eugene (Expected Utility Generation 

and Data Management Program) 소프트웨어를 통해 추출한 카우 프로

젝트의 근접성 데이터(COW Direct Contiguity dataset)를 활용한다.116) 

이 데이터는 국가간의 거리를 1~6까지의 값으로 표현하고 있다. 국경이 

114) Douglas M. Gibler and Scott Wolford, "Alliances, then Democracy: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me Type, and Alliance 

Form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0. No. 1(February 2006), pp. 

129-153.; Fordham, 2010.; Fordham and Poast, 2016.; Lai and Reiter, 2000.

115) 아차리아(Amitav Acharya)는 동남아시아의 다자동맹 SEATO가 확립되지 못한 원

인으로 동맹구성원들의 규범적 저항성(normative resistance)을 지적한다. SEATO는 

미국 중심의 서구 국가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포섭하여 형성되었다. 이는 동맹 내 

아시아 국가들의 서구 국가에 대한 거부감을 야기하여 공통된 정체성 형성을 저해하

였고, 이는 동맹의 실패로 이어졌다. Amitav Acharya, "Why is there no NATO in 

Asia? The normative origins of Asian multilateralism," Weatherhead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Working Paper No. 05-05(2005).

116) Douglas M. Stinnett, Jaroslav Tir, Philip Schafer, Paul F. Diehl and Charles 

Gochman, "The Correlates of War Project Direct Contiguity Data, Version 3,"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19. No. 2(2002), pp. 58-66.; 

COW Direct Contiguity dataset version 3.0. 

http://correlatesofwar.org/data-sets/direct-contiguity (최종 검색일: 2017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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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경우 1의 값을 갖고, 400마일 이상 떨어진 국가는 6의 값을 갖

는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에서 1~5의 값을 갖는 400마일 이내의 국

가에 대해 1의 값을, 6의 값을 갖는 400마일 외부의 국가에 대해 0의 

값을 부여한다. 위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은 다음의 [표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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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독립 변수

안보이익의 

공통성
5,073 0.2402 0.2868 -0.2768 0.9114

피후견국의 

상대적 군사력
5,074 -5.6293 2.1525 -12.0800 0

통제 변수

민주주의 수준 4,695 -0.9274 7.5133 -10 10

경제 수준 5,055 8.0627 1.0178 5.7137 10.7378

핵 보유 여부 5,074 0.0278 0.1644 0 1

핵 프로그램 

진행 여부
5,074 0.0388 0.1932 0 1

석유, 가스 5,074 0.4858 0.4999 0 1

공산주의 국가 5,074 0.0924 0.2897 0 1

군사원조

예산 규모
5,074 12.3751 5.5942 5.3315 32.6002

교역 규모 5,053 0.0008 0.0026 0 0.0309

지리적 근접도 5,074 0.0290 0.1677 0 1

[표 4-2] 독립 변수, 통제 변수의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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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 결과

  1. 분석 모형

본 논문의 종속 변수는 동맹 조약 체결 여부와 첨단무기 이전 

여부를 조합하여 만든 0, 1, 2, 3의 4가지 분류를 갖는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종속 변수가 다분 변수일 경우에 변수 간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model, 이하 다항 로짓 분석)을 활용한다. 

다항 로짓 분석은 종속 변수가 순서가 없는 다분 변수(unordered 

polychotomous variable)일 때 사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다항 로짓 

분석은 이분 변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항 로짓 분석 모형을 동시에 여러

번 시행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117) 종속 변수 중 기준 범주(reference 

category)를 선정하여 나머지 범주들과 짝을 지어 이항 로짓 분석을 행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 분석 결과와 함의

    가. 종속 변수 분포 확인 

다항 로짓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보다 직관적인 경향성 

파악을 위해 종속 변수의 분포에 대해 논하도록 한다. 삼분위수를 기준

으로 독립 변수를 높음, 중간, 낮음의 3단계로 나누어 독립 변수의 정도

에 따른 종속 변수의 분포를 확인해보았다. 3장에서 수립한 가설이 타당

하다면 후견-피후견국 간의 안보이익의 공통성이 높을수록 동맹 조약 

체결 비율이 높을 것이며, 피후견국의 상대적 군사력이 약할수록 첨단 

무기 이전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117) J. Scott Long, Regression Models for Categorical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s(Thousand Oaks: Sage, 1997), p.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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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부터 [표 4-6]은 독립 변수의 정도에 따른 종속 변수

의 분포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각 칸의 첫 번째 줄은 행(row) 내에서의 

분포, 두 번째 줄은 열(column) 내에서의 분포, 세 번째 줄은 관측수를 

나타냈다. 

먼저 동맹 조약 체결과 관련 있는 [표 4-5]와 [표 4-6]을 통해

서 가설 1에 대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5]는 후견국이 피후

견국에 동맹 조약 만을 체결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표 4-5]를 통해 

안보이익의 공통성이 ‘낮음’에서 ‘높음’단계로 상승함에 따라 종속 변수

의 비중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미약하게나마 피후견국의 

상대적 군사력이 강할수록 분포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관찰되었다. 

후견국이 동맹 조약과 첨단무기를 모두 제공한 경우를 보여주는 [표 

4-6]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안보이익의 공통성이 

높을수록, 피후견국의 상대적 군사력이 강할수록 동맹과 첨단무기를 모

두 제공하는 비중이 높았다.

한편, 첨단무기 이전과 관련된 가설 2의 경향성은 [표 4-4]와 

[표 4-6]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표 4-4]는 후견국이 피후견국에 

동맹 조약 없이 첨단무기 만을 이전한 경우를 나타낸다. [표 4-4]에는 

피후견국의 상대적 군사력이 강할수록 종속 변수의 분포 비중이 높아지

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안보이익의 공통성이 낮은 쪽에 

높은 분포율을 보이고 있다. [표 4-6]에서는 피후견국의 상대적 군사력 

단계가 높아질수록 동맹 조약과 첨단무기를 모두 제공하는 비중이 높았다. 

이는 가설 2가 예측하는 결과와는 정반대의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종속 변수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가설 1과 가설 2에 대한 대략

적인 경향성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보다 정확한 변수 간 상

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항 로짓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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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후견국의 상대적 군사력

낮음 중간 높음

안보이익 

공통성

낮음

31.5%

42.41%

492

42.89%

56.73%

670

25.61%

62.21%

400

중간

47.34%

57.59%

668

36.14%

43.18%

510

16.51%

36.24%

233

높음

0%

0%

0

9.09%

0.08%

1

90.91%

1.56%

10

[표 4-3] 종속 변수값 ‘0’(동맹 조약 X, 첨단무기 X)의 분포

피후견국의 상대적 군사력

낮음 중간 높음

안보이익 

공통성

낮음

3.57%

30%

3

39.29%

62.26%

33

57.14%

47.52%

48

중간

8.75%

70%

7

25%

37.74%

20

66.25%

52.48%

53

높음

0%

0%

0

0%

0%

0

0%

0%

0

[표 4-4] 종속 변수값 ‘1’(동맹 조약 X, 첨단무기 O)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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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후견국의 상대적 군사력

낮음 중간 높음

안보이익 

공통성

낮음

31.25%

1%

5

18.75%

0.73%

3

50%

1.47%

8

중간

29.1%

7.82%

39

11.19%

3.64%

15

59.7%

14.65%

80

높음

34.81%

91.18%

455

30.15%

95.63%

394

35.04%

83.88%

458

[표 4-5] 종속 변수값 ‘2’(동맹 조약 O, 첨단무기 X)의 분포

피후견국의 상대적 군사력

낮음 중간 높음

안보이익 

공통성

낮음

0%

0%

0

9.09%

1.23%

1

90.91%

2.62%

10

중간

0%

0%

0

3%

3.7%

3

97%

25.46%

97

높음

1.4%

100%

5

21.63%

95.06%

77

76.97%

71.92%

274

[표 4-6] 종속 변수값 ‘3’(동맹 조약 O, 첨단무기 O)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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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항 로짓 분석 결과118)

[표 4-7]은 각각의 독립 변수, 통제 변수가 종속 변수에 갖는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종속 변수의 기준 범주(reference category)

는 동맹 조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첨단무기도 이전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종속 변수값 ‘0’이다. 먼저, 독립 변수인 ‘안보이익의 공통성’과 ‘피후견

국의 상대적 군사력’은 동맹 조약 체결과 첨단무기 이전 모두에 대해 

95% 유의수준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안

보이익의 공통성이 높을수록, 피후견국의 상대적 군사력이 강할수록 미

국이 동맹 조약과 첨단무기를 제공하는 경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위에서 종속 변수 분포를 확인했을 때와 같이 가설 1의 예측과는 일치

하지만 가설 2의 예측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독립 변수 별로 종속 변수에 대한 상관계수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안보이익의 공통성’ 변수의 상관계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안보이익의 공통성이 높을수록 첨단무기만을 이전하기보다는 동맹 조약

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즉, 안보이익의 공통성 변수는 동맹 조

약 체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반면, ‘피후견국의 상대적 군사력 변수’는 

‘첨단무기 이전’과 ‘동맹 조약 체결’ 모두에 비슷한 크기의 상관계수를 보이

고 있다. 이는 피후견국이 강할수록 첨단무기를 이전할 가능성과 동맹조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모두 높아짐을 의미하지만, ‘피후견국의 상대적 군사력’ 변수

가 두 정책의 선택을 결정적으로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안보이익의 공통성’ 변수는 이론틀에서 예측한 

대로 ‘동맹 조약 체결’과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명확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피후견국의 상대적 군사력’ 변

수는 ‘첨단무기 이전’과 ‘동맹 조약 체결’ 모두에 약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첨단무기 이전 여부를 구분하는 뚜렷한 기준이 되기는 어려웠다.  

118) 다항 로짓 분석 결과의 상관 계수(coefficients)는 회귀분석의 상관계수와는 달리 직

접적, 직관적인 해석이 어렵다. 해석을 위해서는 확률 단위로의 환산 작업이 추가적

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상관계수의 통계적 유의미성, 상관관계의 상대적 크

기, 상관관계의 방향을 비교하도록 한다. 단, 상관관계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할 때 변

수간 단위의 차이 때문에 다른 변수와의 비교는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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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변수 및 

통제 변수

종속 변수

첨단무기 이전 동맹 조약 체결
첨단무기 이전 및 

동맹 조약 체결 

안보이익의 

공통성

1.832


(0.914)

21.303


(1.200)

20.883


(1.301)

피후견국의 

상대적 군사력

0.535


(0.066)

0.595


(0.092)

1.154


(0.094)

민주주의 수준 -0.064


(0.013)

0.032

(0.018)

0.027

(0.019)

경제 수준 0.450


(0.088)

-0.339


(0.144)

-0.535


(0.166)

핵 보유 여부 1.047


(0.534)

2.168


(0.641)

1.714


(0.676)

핵 프로그램 

진행 여부

-0.707

(0.473)

0.100


(0.369)

0.705

(0.366)

석유, 가스 

매장 여부

0.475


(0.236)

-0.386

(0.215)

-0.164

(0.246)

공산주의 국가 -17.985


(0.320)

-4.289


(0.735)

-18.570


(0.718)

군사원조 예산 규모
0.281

(0.017)

0.092


(0.022)

0.105


(0.024)

교역 규모 368.965


(86.788)

349.287


(100.909)

341.032


(101.994)

지리적 근접도 -14.740


(1.399)

0.680

(1.239)

0.156

(1.275)

constant -4.572


(0.756)

-1.150

(1.165)

1.887

(1.319)

관측수 4,692

log pseudolikelihood -1691.269

- 유의 수준: * < 0.05, ** < 0.01

- 괄호 안은 로버스트 표준오차

[표 4-7] 다항 로짓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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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 변수에서 ‘피후견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첨단무기 이전’에 

대해서만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졌으며,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피후견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낮을수록 동맹 조약 없이 첨단무기만을 이

전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이 결과는 미국이 민주

주의 국가에 대해서 첨단무기 만을 이전하기 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군

사원조(동맹 조약)을 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피후견국의 경제 수준’은 모든 종속 변수에 대해서 통계적 유의

미성을 가졌으나 상관관계의 방향은 달랐다. ‘피후견국의 경제 수준’은 

‘첨단무기 이전’에 대해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이는 무기 판매의 

경제적 목적을 강조하는 기존 연구의 주장과 일치한다. 반면, 동맹 조약 

만을 체결하는 경우와 동맹 조약과 첨단무기를 모두 이전하는 경우에 대

해서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피후견국의 경제 수준이 낮다면 

첨단무기를 이전하기 보다는 동맹 조약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

한다. 이는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가 첨단무기를 운용할 기반, 기술력 

등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피후견국의 핵 보유 여부’는 모든 종속 변수에 대해서 양의 상

관관계를 보였고, ‘피후견국의 핵 프로그램 진행 여부’는 ‘동맹 조약 체

결’에 대해서만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이는 미국이 비확산을 위해 핵

보유국에 대해서는 첨단무기와 동맹 조약 모두를 제공하는 반면, 핵개발 

진행국가에 대해서는 동맹 조약을 주된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비확산의 관점에서 동맹 조약과 무기 이전을 해석하는 기존 연구

의 입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피후견국의 석유, 가스 매장 여부’는 ‘첨단무기 이전’에 대해서

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석유 안보를 위해 중동 

국가들에 무기 이전을 행했던 사실과 기존 연구들의 입장을 지지한다. 

하지만 미국은 자원 안보를 위해 동맹과 같은 높은 수준의 군사원조를 

감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후견국의 공산주의 국가 

여부’는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냉전시기 동서 대립의 특수

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한편, ‘미국의 연간 군사원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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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는 동맹 조약 체결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미국과 피후견국과의 교역 규모’ 변수는 모든 종속 변수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는 미국이 교역 측면에서 

자국에게 중요한 국가들에게 적극적인 군사원조를 제공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피후견국의 지리적 근접도’는 ‘첨단무기 이전’에 대해서만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였으며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미국이 근

접국가에 대해서는 첨단무기 이전을 행할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다. 예측 확률 변화  

통계적 유의성에 기반한 분석은 영가설을 반증하는 방식을 통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 기여한다. 하지만 

변수 간 상관관계의 정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119) 이러한 한

계를 보완하기 위해 예측 확률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여 상관관계의 변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에서 두 독립 변수 모두는 

종속 변수에 대해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그 정도의 차이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예측 확률 변화를 통해 그 차이를 확인하고

자 한다. 

다음의 [표 4-8]은 독립변수 변화에 따른 종속 변수 예측 확률

의 변화폭을 나타낸다. 표에 있는 확률 수치들의 의미는 해당 변수를 제

외한 다른 변수들이 고정되었을 때120), 해당 변수가 1 표준편차만큼 증

가함에 따라 종속 변수가 나타날 확률의 변화폭을 의미한다.121) 

119) 조동준, “국제연합총회에서 미국의 영향력 분석: 영향력 자원(power resource)과 

선호의 상호작용,” 『한국정치학회보』,Vol. 38. No. 2(2004), pp. 327-353.

120) 해당 변수를 제외한 변수들은 연속형 변수의 경우 중간값(median), 이분 변수의 

경우 0의 값에 고정하였다. 

121) 해당 변수가 이분변수인 경우 0의 값에서 1의 값으로 증가함에 따른 종속 변수의 

확률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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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변수 및 

통제 변수

종속 변수

첨단무기 이전 동맹 조약 체결
첨단무기 이전 및 

동맹 조약 체결 

안보이익의 

공통성 -0.333%


+37.189%


+7.751%


피후견국의 

상대적 군사력 +4.181%


+3.268%


+1.677%


민주주의 수준 -2.107%
 +0.782% +0.147%

경제 수준 +2.039%


-1.090%


-0.381%


핵 보유 여부 +4.965%


+16.910%


+2.129%


핵 프로그램 

진행 여부
-2.363% +5.024%

 +0.654%

석유, 가스 

매장 여부 +2.623%
 -1.027% -0.113%

공산주의 국가 -4.503%


-3.056%


-0.687%


군사원조 예산 규모 +0.591% +1.534%


+0.395%


교역 규모 +4.257%


+2.751%


+0.593%


지리적 근접도 -4.503%
 +3.105% +0.127%

- 유의 수준: * < 0.05, ** < 0.01

[표 4-8] 종속 변수 예측 확률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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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에 따르면 독립 변수인 ‘안보이익의 공통성’이 1 표준

편차만큼 증가하면 첨단무기만을 이전할 확률은 0.333%P 감소하고, 동

맹 조약만을 체결할 확률은 37.189%P 증가하며, 첨단무기와 동맹 조약

을 모두 제공할 확률은 7.751%P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안보

이익의 공통성’ 변수가 동맹 조약 체결에 강력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

을 의미하며,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피후견국의 상대적 군사력’이 1 표준편차만큼 증가하면 첨단

무기만을 이전할 확률은 4.181%P, 동맹 조약만을 체결할 확률은 

3.268%P, 첨단무기와 동맹 조약을 모두 제공할 확률은 1.677%P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후견국의 상대적 군사력’ 변수가 첨단무기 이

전과 동맹 조약 체결 모두에 대해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의미한다. 이

는 가설 2와는 반대되는 결과이면서, 피후견국의 상대적 군사력 변수는 첨

단무기 이전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이 주목하는 독립 변수 외에도 ‘피후견국의 경제 수준, 

핵 보유 여부, 공산주의 국가 여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피후견국이 핵보유국인 경우 첨단무기 이전, 동맹 조약을 제

공할 확률이 높아지며, 공산주의 국가인 경우에는 확률이 낮아졌다. 피

후견국의 경제 수준이 높은 경우 첨단무기만이 이전될 확률은 높았으나, 

동맹 조약만 체결될 확률, 동맹 조약과 첨단무기가 모두 이전될 확률은 낮

았다. ‘후견국과 피후견국 간 교역 규모’는 첨단무기 이전에 대해서는 큰 

확률 증가 효과를 가졌으나, 다른 종속 변수에 대해서는 효과가 미미했다.

제 3 절 소 결: 억약부강(抑弱扶强)122)

본 장에서는 정량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변수들을 지표로 조

작화하였고, 다항 로짓 분석 방법을 통해 변수 간 통계적 유의미성과 상

관관계를 도출하였다. 또한 예측 확률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각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122) 억약부강(抑弱扶强): 약한 자를 억누르고 강한 자를 도와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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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는 후견국과 피후견국 간의 안보이익 공통성이 높을수

록 동맹 조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이 예

측하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반면, 피후견국의 상대적 군사력이 약할수록 

첨단무기가 이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가설 2에 대해서는 예측과는  

반대로 피후견국이 상대적으로 강할수록 미국이 첨단무기를 이전할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123) 추가적으로 동맹 조약 또한 피후견국

의 상대적 군사력 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를 종합하면 미국의 군사원조는 피후견국이 강할수록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외 통제 변수로는 ‘피후견국의 경제 수준, 핵 보유 여부, 공산

주의 국가 여부, 후견국-피후견국 간 교역 규모’ 등이 유의미한 변수로 

드러났다. 다음 장에서는 가설 예측 결과와 통계 분석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가설 2에 집중하여 사례 연구를 진행한다. 사례 내에서 사건의 진

행 과정을 자세히 살핌으로써 가설이 예측하는 연쇄과정이 타당한지 판

단하고, 통계 분석 결과와의 불일치 원인을 찾아 설명 가능성을 모색하

고자 한다.  

123) ‘피후견국의 상대적 군사력’과 ‘첨단무기 이전’에 대한 상관관계를 더욱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순서형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맹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은 피후견국의 상대적 군사력이 강할수록 첨단무기

를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의 부록을 참조. 



- 63 -

제 5 장 사례 연구: 가설 연쇄과정 검토

제 1 절 사례 선정의 근거

본 논문의 사례 연구 부분에서는 한국 단일 사례를 다룬다. 단일 

사례를 통한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사례 내에서 독립 변수의 편차를 비

교할 수 있도록 최소한 2개 이상의 관측(observation)이 필요하다.12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 사례 내에서 닉슨 행정부 시기와 카터 행정

부 시기를 비교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1970년대 초반 닉슨 행정부 

시기 F-4D 전폭기 도입 시도’와 ‘1970년대 후반 카터 행정부 시기의 

F-16 전투기 구매 시도’를 비교한다. 

두 시기는 모두 미국의 피후견국인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첨단 

무기인 전투기를 도입하고자 한 시도로 비교 연구를 위한 통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첫째, 두 시기는 모두 1970년대로 시간적 

격차가 적기 때문에 핵심 독립 변수 이외의 변수들의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두 시기 모두에서 무기 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한

미군 철수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

국의 대외 무기 이전정책은 1960년대 후반부터 원조(aid) 중심에서 거

래(trade) 중심으로 전환되었는데 두 시기는 모두 1970년대이므로 이러

한 미국 국가전략의 변화를 통제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단일 사례 연구(single-case studies)는 해당 사례가 

이론 검증에 있어서 적합한 사례일 때 분석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단일

사례 연구는 해당 사례의 분석적 유용성과 사례 선정 근거에 대한 방법

론적 고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그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125)

한국 사례는 본 논문이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이 예측하는 결과

가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적은 사례(least-likely case)이다. ‘가장 가능

124) King, Keohane and Verba, 1994, pp. 209-211. 

125) 정재호, “방법론과 중국연구,” in 정재호(편), 『중국연구방법론: 연구설계, 자료수

집, 현지조사』(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pp.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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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적은 사례’는 이론적, 연역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설이 예측한 결과

가 나타날 가능성이 희박한 사례를 의미한다. 한국 사례에서 두 시기는 

독립 변수의 편차는 분명 존재하나 그 차이의 정도는 크지 않다. 다음 

절에서 자세히 논하겠지만 1970년대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은 북한의 확

연한 우세에서 점차 한국이 그 차이를 메워나가는 추세였고, 한국은 

1977~1979년경에서야 국방비 누계에서 북한을 추월했다. 따라서 한국 

사례의 두 시기 비교는 독립 변수의 변화폭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가설

이 예측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가장 가능성이 적은 사례’에서 가설이 예측한 결과가 나타날 경

우, 그 가설은 강력한 검증을 통과하여 높은 타당성을 갖는다. 반면, 가

설이 예측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해당 가설을 결정적으로 기각하

지 못한다.126) 따라서 ‘가장 가능성이 적은 사례’를 통한 검증은 일종의 

‘스모킹건(smoking-gun) 검증’이라고 할 수 있다.127)

또한 한국 사례 연구는 이론틀의 내용 중 검증이 미비했던 부분

을 보완하는 의의가 있다. 이론틀을 제시한 야리-마일로, 라노즈카, 쿠퍼

의 연구는 대만과 이스라엘의 사례를 통해 ‘안보이익 공통성의 변화에 

따른 동맹 여부’와 ‘피후견국의 군사력 변화에 따른 무기 이전의 추이’를 

검증하였다. 반면, 동맹 내부에서의 변화는 따로 검증하지 않았다. 따라

서 본 논문은 미국의 대표적인 피후견국이자 동맹국인 한국 사례를 통해 

‘동맹 관계인 피후견국의 군사력 변화에 따른 무기 이전 변화’를 다룬다.

이는 이론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검증이라는 측면에서 학문적 

기여점이 있다. 또한 본 사례 연구를 통해 통계 분석 결과가 가설이 예

측한 결과와 상이한 원인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126) Alexander L. George and Andrew Bennett,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in the Social Sciences(Massachusetts: MIT Press, 2004), pp. 

120-122.; King, Keohane and Verba, 1994, p. 209.

127) 스모킹건 검증은 독특성(uniqueness)은 높고 확실성(certitude)은 낮은 상황에서의 

검증을 말한다. 예상한 결과가 나타나면 강력히 이론을 확증하지만, 예상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론을 기각하지 못한다. Van Evera, 1997, pp.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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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미국의 대한(對韓) 첨단 전투기 이전

  1. 한반도 군사력 균형의 변화

    가. 군사력 측정의 지표

남북한 사이의 군사력 균형(military balance)은 냉전시기 미국

의 대한(對韓) 안보 정책을 결정하는 중점적인 요소였다. 그리고 그 중

요성만큼이나 군사력 균형의 측정은 지속적으로 논쟁을 야기해왔다. 한

반도의 군사력 균형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있어 왔지만 각각의 연구들은 

자료의 차이(출처, 시기 등), 군사력 구성요소에 대한 가중치의 차이(병

력, 화력, 지형 등), 미국 전력의 포함 여부 차이 등에 의해 상이한 측정 

결과를 나타냈다.128) 군사력 균형은 본 사례 연구의 주요 독립 변수인 

만큼 측정 지표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군사력을 평가하는 주요한 척도로 사용된 것은 병력, 

부대, 장비 등의 수량이었다. 다시 말해, 남북한의 병력 및 부대, 보유 무기 및 

장비의 수량을 파악하여 비교하는 방식으로 군사력 균형이 측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 수량 비교는 군사력의 양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국가의 동

원능력, 병력 및 무기의 전투 특성 등 질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다.129) 또한 단순 수량 비교는 해석에 있어서 측정자의 개인적 혹은 정치적 

의도가 반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군사력 균형의 평가는 정책 결정의 중요한 

변수이므로 정치적 이익에 따라 그 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130) 

128) "U.S. Troop Withdrawal from the Republic of Korea," A Report to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S. Senate by Senator Hubert Humphrey and 

John Glenn, January 9, 1978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8), p. 27.

129) 오간스키(A.F.K. Organski)와 쿠글러(Jacek Kugler)는 전쟁에 있어 단순 군사력이 

아닌 총체적 국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총체적 국력의 지표를 제시한다. A.F.K. 

Organski and Jacek Kugler, The War Ledger(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pp. 85-86.

130) 소련의 군비 측정을 두고 벌어진 미국 정보기관 CIA와 DIA 간의 갈등을 예로 들 수 있다. 

Franklyn Holzman, "Politics and Guesswork: CIA and DIA Estimates of Soviet 

Military Spending," International Security, Vol. 14. No. 2(Fall 1989), pp. 1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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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남북한 간의 군사력 균형을 측정하기 위

한 객관적 지표로 ‘국방비 누계’를 사용한다. 국방비(혹은 군비)는 국가

의 군사력을 구성하는 인적, 물적, 조직적 역량에 투자된 비용의 총계로, 

군비경쟁 관련 기존 연구에서 군사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131) 

‘국방비 누계’ 지표 사용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비는 

병력 및 무기 시스템의 양적, 질적 차원과 조직적 효과성을 반영할 수 

있다. 국방비는 크게 투자비와 운영유지비로 구성된다.132) 투자비는 무

기구입비, 연구개발비, 건설비용 등을 포함하는 비용으로 병력 및 무기

체계의 양적, 질적 차원을 모두 반영한다. 또한 운영유지비는 부대 및 

장비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조직적 효과성을 반영한다. 둘째, 국방

비의 ‘누계’를 사용함으로써 군비재고 개념을 반영할 수 있다. 이는 국방

비 지출이 매년 반복적으로 소모되는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 비용 지출을 

통해 성장한 군사력이 지속 축적됨을 반영한 것이다.133) 

한편, 각 국가가 발표하는 공식 국방비를 지표로 사용할 경우, 냉전

시기 공산국가 국방비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소련을 비롯한 공산

국가들의 예산 수립 및 집행 과정은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공개된 국방비 규모의 신뢰성이 의심된다. 이는 북한의 경우에도 동일

하게 적용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

하여 양국의 국방비를 추정한 함택영의 남북한 국방비 자료를 활용한다.134)

 추가적으로 본 절에서는 객관적 지표와 더불어 해당 시기 남북한

의 국방정책과 국제 정세를 서술하여 변수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

에 통계 분석에서 다루지 못한 당시 미국 행정부의 한반도 군사력 균형 

인식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131) Charles H. Anderton, "Arms Race Modeling: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3. No. 2(June 1989), pp. 346-367.

132) 대한민국 국방부는 투자비, 운영유지비에 대해서 각각 방위력개선비, 경상운영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33)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남북한의 경제력, 국가역량, 군사력』(서울: 법

문사, 1998), pp. 63-80.

134) 함택영은 기존 연구들의 국방비 추산 방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 북한에 대한 중국·소련의 군사원조 등을 포함하여 보완한 국방비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함택영,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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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닉슨 행정부 시기

      1) 객관적 군사력 균형 판단

1960년대에 들어 북한은 본격적인 군사력 증강에 나섰다. 북한

은 1962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국

방에서의 자위’를 강조하며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

의 간부화’라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한 손에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 낫과 망

치를 들고 조국을 보위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인민 경제 발전에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국방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결의를 표명하

였다. 이러한 북한의 국방 자위에 대한 열망은 1966년 10월에 이르러서

는 이른바 ‘4대 군사노선’이라는 공식 외교노선으로 채택되었다.135)

당시 북한은 1965년의 한국-일본의 관계정상화, 한국의 경제 성장, 

미국의 베트남전 확전 등을 위협 요소로 인식하였고 이는 곧 국방 자위 

노선을 가속하는 요인이 되었다. 1960년대 후반 북한의 총 국가 예산 

대비 국방비의 비중은 1960년대 초반에 비해 약 1.5배 증가하였다. 또한 

1965년 이후부터는 소련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소련으로부터의 무기 도

입이 활성화되었고, 중국으로부터도 활발히 무기를 도입하였다.136)

이러한 북한의 국방자위 노선 추구는 국방비 누계 자료 비교를 통

해 더욱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1]에서 볼 수 있듯이 1962년 북한 

국방비 누계는 한국 국방비 누계의 약 70%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1962년 

국방자위 노선 선포를 기점으로 양국 간의 격차는 점차 감소하였고, 1968년을 

기점으로 한국을 추월하였다. 이후 그 격차는 점차 확대되어 1970년대 초반

135)북한의 4대 군사노선은 1962년 발표된 3대 원칙에 1966년 ‘전군의 현대화’ 원칙이 

추가된 것이다.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1945~1994)』(서울: 군인공제회 

제1인쇄사업소, 1995), pp. 120-124.; 김보미, “북한 4대 군사노선의 완성에 중소분

쟁이 미친 영향(1962-1966),” 『국제정치논총』Vol. 54. No. 3(2014), pp.211-245.

136) 북한의 국가 총 예산 대비 군비지출의 비중은 1961~1966년 간 평균 19.8%에서 

1967년 30.4%로 대폭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197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다. 함

택영, “주체사상과 북한의 국방정책,” in 양재인(편), 『북한의 정치이념: 주체사상』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1990), pp. 15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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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한국의 약 1.14배에 이르렀다. [그림 5-2]를 통해서는 연간 국방비 또

한 1964년을 기준으로 북한이 추월하여 북한의 우세가 지속됨을 알 수 있다.

·출처: 함택영, 1998, p. 229. 참조하여 본인 작성
·단위: 10억 달러(1987년 기준)

[그림 5-1] 한국, 북한 국방비 누계 비교(1962~1973)

·출처: 함택영, 1998, p. 229. 참조하여 본인 작성
·단위: 10억 달러(1987년 기준)

[그림 5-2] 한국, 북한 연간 국방비 비교(1962~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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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시 한국은 군사력의 열세를 미국에 대한 의존을 통해 보

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미국과의 군사적 유대 유지, 이에 따른 집단안

전보장체제 강화가 최우선 국방 목표였다.137) 1965년 이후에는 베트남 

파병138)에 따른 보상의 일환으로 미국의 군사원조를 확보하여 군사력을 

일부 증강하였으나 북한과의 군비 격차를 크게 만회하지는 못했다.139)   

이처럼 1969년 닉슨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의 시기는 한반도에

서 북한의 군비 증강으로 인해 한국의 열세가 시작되어 점차 확대되고 

있던 시기였다. 당시 한국의 안보 위협은 북한의 군비 증강과 1968년 

1. 21 사태, 1970년 해군 방송선 피랍사건, 현충문 폭파사건 등의 도발

로 인해 증폭되었다. 게다가 닉슨 대통령은 새 행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

으로 아시아 지역 안보의 자체 책임을 강조하는 이른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여 한국의 안보 불안은 더욱 심화되었다.140)

이에 한국은 1969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국군의 군사

력을 북한과 대등한 수준으로 증강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는 ‘한국 방

위력 증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141) 미국은 이 계획을 주한미군 철수

137) 국방군사연구소, 1995, p. 128.

138) 당시 한국의 베트남 파병은 대북한 군사력 우위에 의한 자신감 때문이 아닌 미국

과의 유대를 증진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함이었다. 김정렬, 『김정렬 회고록』

(서울: 을유문화사, 1993), pp. 321-325.; 박태균, “1950ㆍ60년대 미국의 한국군 감

축론과 한국정부의 대응,” 『국제지역연구』Vol. 9. No. 3(2000), pp. 31-53. 

139) 한국의 베트남 파병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는 1966년 3월 4일 주한 미 대사 브

라운(Winthrop G. Brown)의 각서 형태로 명문화되었다. “Appendix B: Report on 

Agreed Measures No. 2 - 18, Brown Memorandum,” RG 59,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Subject Files of the Office of Korean Affairs, 

1966-74, Lot File 73D360, Box 4 (10 of 10), AUS002_56_00C0025_035, 국사

편찬위원회.

140) 닉슨 대통령은 공산주의 진영의 분절로 동서 대결이 지역적 문제로 변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래에는 미국의 전세계적 경찰로서의 역할이 제약될 것임을 단언하였다. 

이에 아시아 지역 내의 자체적인 집단 안보 노력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Richard M. Nixon, "Asia After Viet Nam," Foreign Affairs, Vol. 46. No. 

1(October 1967), pp.111-125.; "Informal Remarks in Guam with Newsman," July 

25, 1969,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1969(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1), p. 546.; “The Nixon Doctrine," 

September 18, 1969, U.S. Foreign Policy for the 1970's: Building for 
Peace(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1), pp. 10-21.  

141) “한국 방위력 증강의 기본계획,” 『한국군 군사력 증강계획, 1969』, 

Re-0028(1969-74),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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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응하는 대안으로 삼았다. 이러한 한미 이해관계의 일치는 본격적인 

무기 이전 협상으로 이어졌고, 이는 추후 ‘한국군 5개년 현대화 계획

(Force Modernization Plan)’으로 합의되었다.142) 본 논문에서 집중하

고자 하는 F-4D 전폭기 도입 사례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대화 계획

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2) 닉슨 행정부의 인식

그렇다면 한반도 군사력 균형 상태에 대한 당시 닉슨 행정부의 

인식은 어떠했는가? 당시 닉슨 행정부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정책과 관련

하여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NSC에서는 북한의 군비증강을 강조하면서, 군사력 균형을 명확히 측정

하기는 어려우나 외부 지원을 포함하여 고려했을 때 대략적인 균형 상태

에 있다고 판단하였다.143) 이는 곧 미국의 지원이 없을 경우 한국의 열

세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미국의 지원이 필수적임을 뜻했다.

NSC 뿐 아니라 군에서도 한국의 열세를 파악하고 있었다. 특히 

공군력의 열세가 두드러졌다. 당시 태평양사령관이었던 매케인(John 

McCain)과 유엔군사령관 마이켈리스(John Michaelis)는 북한은 예측불

가하며 여전히 적대적이고 적화통일의 야욕을 가진 적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북한 공군의 양적, 질적 우세가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위협(very 

real and immediate threat)"임을 강조하였다.144) 주한 미군 내부에서도 

142)  “최종 교섭,” 『한국안보에 관한 한, 미간 협의(국군현대화 5개년 계획 및 주한미군 감축) 

1970-1971. (V.4 한,미 군사 실무자 회담, 1970.7-71.2)』, G-0020(1971),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143) NSC는 당시 북한은 한국의 공격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으며, 외부 지원이 있을 

경우 선제 공격도 가능하다고 파악하였다. 또한 북한 지상군 병력은 한국에 비해 수

적으로 열세이지만 화력 측면과 DMZ 근처 전투 위치에서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였

다. Briefing for 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 Helms for a National Security 

Council Meeting, Washington, April 16, 1969, FRUS, 1969-1976, Vol. XIX, 

Part 1 Korea 1969-1972. No. 11.

144) Statement by Admiral John McCain,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s 

Forces, Pacific, before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May 25, 1971. 

in Se-jin Kim(eds.), Documents on Korean-American Relations: 
1943-1976(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76), pp. 

394-395.; Statement by General J.H. Michaelis, Commander-in-Chief, U.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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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독자적인 선제공격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유사시 한국이 스스로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145)

한편, 일각에서는 당시 추진 중이었던 철군 정책을 옹호하며 한

국의 방어력을 강조하는 입장도 있었다. CIA는 한국이 국제적 지위, 경

제력, 정치적 안정성 측면에서 북한보다 앞서기 때문에 철군 정책이 한

반도에 위협상황을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146) 또한 NSC 내의 

일부에서는 한국군은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미군의 지원이 도착할 때까

지 버텨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47) 그러나 이는 당시 닉슨 대통령의 

주요 정책이었던 철군 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된 판단이었으

며, 이마저도 한국의 절대적 우세를 주장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당시 한

국의 군사력 열세는 행정부 내에서 명확히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은 닉슨 대통령의 철군 보상책 추진 과정에서도 명

확히 드러난다. 닉슨 대통령은 철군 정책으로 인한 한국 방위력 공백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그 대안은 한국군 현대화 계

획이었으며 닉슨 대통령은 한국군 현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수차례 표명했다.148) 닉슨 대통령의 인식은 한국군의 현대화를 촉구하는 

상원의원들의 요구에 답변한 친서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before the Subcommittee on Asian and Pacific Affairs of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June 9, 1971. in Se-jin Kim(eds.), 1976, pp. 400-404.

145) Staff Report of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on Korea and the 

Philippines, December, 1972. in Se-jin Kim(eds.), 1976, pp. 427-434.; Vice 

President's Briefing Book Aug 1970, Republic of Korea (PZA0002203), 대통령

기록관, p. 48.

146)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Washington, December 2, 1970, FRUS, 

1969-1976, Vol. XIX, Part 1 Korea 1969-1972. No. 80.

147) Report by John H. Holdridge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Washington, April 16, 1971, FRUS, 1969-1976, Vol. XIX, Part 1 Korea 

1969-1972. No. 90.

148) 닉슨 대통령은 1969년 박정희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국의 군 현대화 요구에 ‘최

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예산 배정을 위해 직접 의회를 

설득하며 현대화 계획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Background Papers, Korean Visit, 

August 19, 1969,” Country Files - Far East, Henry A. Kissinger Office Files, 

National Security Files,  AUS010_01_02C0028, 국사편찬위원회.; President 

Nixon's Message to Congress, November 18, 1970. in Se-jin Kim(eds.), 1976, 

p.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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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한국군이 증강, 현대화 되어야할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우리의 결정은 철저한 위험 평가 후에 결정된 

것입니다. 평가 결과 우리는 동맹의 능력과 미국의 동맹의무 

이행 의지로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우리는 

한국의 방어태세 유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할 것입니다.“149)

실제로 한국군 현대화 계획은 한국과의 철저한 사전 협상에 의

거하여 수립되었으며150), 닉슨 행정부는 추진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 노

력하는 모습을 보인다.151) 이처럼 닉슨 대통령은 본인의 정책 기조인 닉

슨 독트린의 일부로 주한미군 철수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한국의 군사력 

열세에 대한 우려를 떨쳐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닉슨 

행정부의 한반도 군사력 균형에 대한 인식은 객관적인 지표가 보여주는 

균형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이는 정책의 결과에 반영되었다.152) 

149) 닉슨 대통령은 또한 본 편지에서 주한미군 철수 결정이 닉슨독트린의 적용임을 명

확히 밝혔다. Response by the White House to 13 Senators' Letter to President 

Nixon, September 16, 1970. i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ocuments on 
Korea-United States Relations 1943-1971(Seoul: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971), pp. 483-484.

150) 현대화 계획 관련 사전 협상은 1970년 7월부터 9월까지 9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협상은 한국의 수요에 대해 미국 측이 의견을 제시하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최종 협상 결과 발표는 1971년 2월이었다. 『한국안보에 관한 한, 미간 협의(국군현대화 

5개년 계획 및 주한미군 감축) 1970-1971. (V.4 한,미 군사 실무자 회담, 1970.7-71.2)』, 

G-0020(1971),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Memorandum for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Republic of Korea, Commander, United States Forces, Korea: Five-Year 

Modernization Plan of the ROK Armed Forces,” RG 59,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Subject Files of the Office of Korean Affairs, 1966-74, Lot 

File 73D360, Box 4 (9 of 10), AUS002_56_00C0024_014, 국사편찬위원회. 

151) 닉슨 대통령 뿐 아니라 로저스(William Rogers) 국무장관, 레어드(Melvin Laird) 

국방장관까지 의회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었다. Statement by Willam P. 

Rogers, Secretary of State, before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November 25, 1970. in Se-jin Kim(eds.), 1976, p. 388.; Statement by Willam 

P. Rogers, Secretary of State, before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November 25, 1970. in Se-jin Kim(eds.), 1976, p. 390.; Statement of Melvin 

R. Laird, Secretary of Defense, before the Subcommittee on Foreign 

Operations of the Senate Appropriations Committee, October 8, 1970 in Se-jin 

Kim(eds.), 1976, p. 386-387.

152) 닉슨 행정부의 대한 안보정책은 NSDM-48로 확정되었다. NSDM-48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북한의 공격을 억제, 방어하기 위해 한국군 증강을 가용 자원 내에서 최

대한 지원하는 것”이다.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from Kissinger, "N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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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군사력 균형 열세 만회를 위한 적극성은 가설 2가 예측하

는 연쇄과정의 중간 단계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카터 행정부 시기

      1) 객관적 군사력 균형 판단

한국은 1971년 시작된 ‘한국군 5개년 현대화 계획’을 시작으로 

북한과의 군사력 격차를 만회하고자 대대적인 군비 증강에 돌입하였다. 

한국군 5개년 현대화 계획은 미국의 지원 하에 1977년까지 진행되어 한

국군의 기초적인 전력을 확충하였다.153) 이 계획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자주포, 장갑차와 같은 대규모 전투 장비에서부터 각종 통신 장비, 수리 

부속에 이르는 광범위한 품목을 지원했다.154)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대부터 자주국방 정책을 본격화하

였다. 이는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 중 하나로, 그 목적

은 1960년대 군비 증강을 통해 이미 상당한 정도의 방위산업을 건설한 

북한에 대비하여 자체적인 무기 생산능력을 구비하는 데 있었다. 한국은 

소총과 같은 기본 전투 장비부터155) 항공기와 같은 고가의 첨단 장비156)

Meeting on Korea," March 3, 1970, Korea(NSSM 27). 유훈, 『카터 행정부의 세

계전략과 주한미군 철수정책』(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p. 66.에서 재인용.

153) 한국군 5개년 현대화 계획은 1971년부터 1975년까지 미국의 약 15.96억 달러 규

모의 무상지원에 기반하여 진행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규모 무상지원에 대한 미국 

국내 정치적 갈등으로 1977년까지 계획 종결 시기가 연장되었고, 9.88억 달러 외 나

머지 금액은 무상이 아닌 FMS 유상차관 형태로 지원되었다. 국방부. 『율곡 사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서울: 군인공제회 제1인쇄사업소, 1994), p. 21.;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Kissinger) to Secretary of State Rogers and Secretary of Defense 

Schlesinger, Washington, July 18, 1973, FRUS, 1969-1976, Vol. E-2, 

Documents on East and Southeast Asia, 1973-1976, No. 241. 

154) “최종 교섭,” 『한국안보에 관한 한, 미간 협의(국군현대화 5개년 계획 및 주한미군 

감축) 1970-1971. (V.4 한,미 군사 실무자 회담, 1970.7-71.2)』, G-0020(1971),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155) 한국은 1971년 미국과 현대화계획의 일환으로 M-16 소총 및 탄약 공장 설치에 

합의하였다. Commander In Chief Pacific Command History, Vol. 2. 1971 

(Prepared by the Command History Branch Office of the Joint Secretary 

Headquarters CINCPAC, 1972), pp. 41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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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는 자체적 무기 생산능력 확보를 바탕으로 자주적 군사전략 수립

에 매진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자주국방 노력의 결정체는 ‘율곡 사업’으

로 불리는 ‘전력증강계획(Force Improvement Plan)’이었다. 1973년 박

정희 대통령은 자주적 군사력 건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① 자주국방을 위한 군사전략 수립과 군사력 건설에 착수

② 작전지휘권 인수시에 대비한 장기 군사전략의 수립

③ 중화학공업 발전에 따라 고성능 전투기와 미사일 등을 제외한 

   주요 무기, 장비를 국산화 

④ 장차 1980년대에는 이 땅에 미군이 한 사람도 없다고 가정

   하여 독자적인 군사전략, 전력증강계획을 발전157)

이러한 지시를 토대로 1974년부터 1980년까지 7개년을 기간으

로 하는 제1차 전력증강계획이 수립되었다.158) 전력증강계획은 방위전

력의 우선적 발전과 자주적 억제전력의 형성을 목표로 하였다. 구체적으

로는 북한에 비해 열세인 해군과 공군 능력을 증강시키고, 육군의 기동

성과 화력을 확대하고, 향토 예비군을 새로운 장비로 무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159) 계획 추진 비용은 한국의 국방비에서 대부분 충당되었

으며,160) 미국은 FMS 유상차관의 형태로 지원하였다.

156) 한국은 1975년부터 노후화된 전투기 교체를 통한 공군 현대화를 추진하였으며 1977

년부터는 본격적인 항공공업 육성에 나섰다. Commander In Chief Pacific Command 
History, Vol. 1. 1979 (Prepared by the Command History Branch Office of the 

Joint Secretary Headquarters CINCPAC, 1980), p. 419.; 오원철, 『한국형 경제건

설: 엔지니어링 어프로치, 제5권』(서울: 기아경제연구소, 1996), pp. 479-490.

157) 국방군사연구소, 1995, pp. 205-206.

158) 제1차 전력증강계획은 1978년에 계획 완료 시기가 1981년까지로 1년 연장되었다.

159) 박정희 대통령은 이러한 목표를 5년 안에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며 미국

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슐레진저(James R Schlesinger) 미 국방장관은 한국의 

새로운 전력증강계획이 한국이 자체적인 방위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

을 잠재울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며 화답했다. Memorandum of Conversation, 

Seoul, August 27, 1975, FRUS, 1969-1976, Vol. E-2, Documents on East and 

Southeast Asia, 1973-1976. No. 271.

160) 한국은 계획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973년부터 방위성금을 모금하였고, 1975년부

터는 방위세법을 제정하여 세금을 거둬들였다. 국방군사연구소, 1995, p. 207.; 국방

부, 1994, pp.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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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한국은 전력증강계획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군사력 성장

을 이뤄냈다. 육군의 경우 전투 중심으로 사단 편제가 개편되었고, 소총, 전

차, 야포 등이 개량화 모델로 대체되었다. 해군의 경우 구형 구축함이 도태

되고 그 빈자리를 미사일 고속정이 대체하였으며 대잠수함 감시 및 공격능

력을 확보하였다. 공군의 경우 구형 F-86 전투기를 F-4D/E, F-5E/F 등이 

대체하였고 각종 첨단 공중무기체계 및 자동화 방공체제를 확보하였다.161)

이러한 군사력의 성장세는 국방비 누계 자료에서도 명확히 드러

난다. [그림 5-3]을 통해서 1975년까지 한국이 열세였던 국방비 누계가 

1976년을 기점으로 북한의 국방비 누계를 추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한국의 국방비 누계는 전력증강계획에 힘입어 지속 상승하였고 북한

과의 격차는 점차 벌어져 1977년 북한의 1.08배, 1978년 1.29배, 1979

년 1.32배에 이르렀다. 연간 국방비 지출 자료를 보면 한국의 군비 증강

은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그림 5-4]를 보면, 1974년 북한에 비해 미

세하게 열세였던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점차 북한을 추월하여 1978년에

는 북한의 약 2.14배 규모로 성장하게 된다.

·출처: 함택영, 1998, p. 229. 참조하여 본인 작성
·단위: 10억 달러(1987년 기준)

[그림 5-3] 한국, 북한 국방비 누계 비교(1974~1980)

161) 국방군사연구소, 1995, pp. 209-211.



- 76 -

·출처: 함택영, 1998, p. 229. 참조하여 본인 작성
·단위: 10억 달러(1987년 기준)

[그림 5-4] 한국, 북한 연간 국방비 비교(1974~1980)

결과적으로 1977년 출범한 카터 행정부 시기의 한반도 군사력 

균형은 한국이 북한의 군사력을 추월하여 점차 그 우세를 확장시켜나가

는 추세였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한국의 F-16 구매 요청 사례는 이

러한 지속적인 자주 국방력 증강 노력의 일환이었다. 

      2) 카터 행정부의 인식

카터 행정부 역시 주한미군 철수 정책을 추진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 군사력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당시 카터 행정부

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대한정책검토(PRM-10)에서 “한반도에서 장기전

(long war)의 가능성은 낮으며,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여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하였다.162) 또한 카터 행정부는 주한 미 지상군이 

철수하더라도 미국 해, 공군의 지속 주둔을 통해 북한의 공격을 방어할 

162) Memorandum for Dr. Zbigniew Brzezinski, "PRM-10 Contingency 

Assessment Report," June 11, 1977, The White House, Declassified Documents 

Reference System (이후 DD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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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163),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을 유리하게 인식했다.164)

닉슨 행정부 시기에 강조되었던 한국의 공군력 열세에 대한 우

려는 카터 행정부 시기에서는 완화되었다. 당시 미국 의회 예산처 보고

서에 따르면 북한의 방공 능력은 노후화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여전히 

전투기의 양적 측면에서는 북한 공군이 우세하지만, 이는 한국 측 첨단 

전투기(F-4D 등)에 의해 상쇄될 것으로 판단하였다.165) 한편, 한국 공

군이 북한 공군의 양적 우세를 충분히 상쇄하지 못할지라도 한국,미국 

조종사들의 경험 및 기량 우위, 주한 미 공군의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한

국이 공중 우세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166)  

일부 카터 대통령의 철군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한국의 

심각한 군사력 열세를 주장하였으나, NSC와 카터 대통령은 이에 동의하

지 않았다. 1977년 2월 NSC의 동아시아, 중국 담당이었던 아마코스트

(Michael Armacost)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우세를 판단한 CIA, DIA의 

정보 판단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외부 기관에 의한 재평가를 주장했

다.167)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 안보보좌관도 “미국의 적절한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주한 미지상군 없이도 북한 방어는 가능하다”는 입장

163) PRM/NSC 10 "Military Strategy and Force Posture Review," February 18, 

1977, The White House, DDRS.

164) Memorandum for the Vice President, Secretary of State, Secretary of 

Defense, ACDA Director, OMB Director, JCS Chairman, CIA Director, US 

Representative of UN from Michael Hornblow, " Terms of Reference for 

PRM/NSC-10," March 10, 1977, NSC, DDRS.

165) 해당 보고서에서는 공중전에서의 병력차이는 그 영향이 지상전에서만큼 크지 않음

을 강조하며 미국의 지원이 더해질 경우 그 우위는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Congressional Budget Office, Force Planning and Budgetary Implications of 

U.S. Withdrawal from Korea(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8), p. 37.

166) "U.S. Troop Withdrawal from the Republic of Korea," A Report to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nited States Senate by Senator Hubert 

Humphrey and John Glenn, January 9, 1978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8), pp. 30-31.

167) 아마코스트가 지적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의 북한에 대한 열세는 과장

되었다. ②군사력 균형 측정에 있어 양적 지표만을 사용하여 질적 요소를 고려하지 

못했고, 북한의 공세가 한국의 방어중심 태세로 상쇄됨을 간과했다. ③ 군사적 요소

에만 집중하여 국가 전체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전쟁수행능력에 대한 비교는 부족

했다. Memorandum from Armacost to Brzezinski, February 9, 1977. 유훈, 

2012, pp. 154-15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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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명했으며, 카터 대통령 또한 “한국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

기 때문에 주한 미지상군이 철수되어야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168)

이러한 카터 대통령의 군사력 균형 인식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

한 보상책에도 드러난다. 닉슨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카터 행정부는 철군

으로 인한 방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보상책을 모색했다. 구체적인 방

안 역시 닉슨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169) 카터 대통령은 한국군 증

강을 지원할 것이며 주한 미 공군의 지속 주둔을 약속했다. 또한 당시 

한국이 추진 중이었던 전력증강계획을 군사원조를 통해 돕고자 했다.170)

하지만 군사원조의 성격에 있어서는 닉슨 행정부와 확연한 차이

를 보였다. 군사원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던 닉슨 대통령과 

달리 카터 대통령은 박정희 정부의 인권 문제와 군사원조의 연관성을 언

급했다. 카터 대통령은 한국의 인권 탄압이 계속된다면 군사원조에 차질

이 있을 수 있음을 언급했는데 이는 즉 군사원조의 조건부 성격을 의미

하는 것이었다.171) 이러한 카터 행정부의 조건부적인 군사원조 정책은 

당시 한반도 군사력 균형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이었다. 즉 카터 행정

부의 한반도 군사력 균형 인식은 닉슨 행정부의 인식보다 한국에 유리한 

상황이었으며, 이는 소극적, 제한적인 주한미군 철수 보상책으로 투영되

었음을 알 수 있다.172)  

위에서 논의한 내용에 의거하여 두 시기의 한국의 군사력 변화, 

즉 가설의 독립 변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닉슨 행정부 시기 한반도

168) Memorandum from Armacost to Brzezinski, April 27, 1977, 유훈, 2012, 

p.172.에서 재인용.

169) 카터 행정부는 구체적인 보상책으로 한국이 전시예비물자를 보유하는 데 미국이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 주한 미 공군을 강화하는 것, 주한 미 지상군의 장비를 무

상으로 한국에 이전하는 것, 연합훈련을 강화하는 것 등을 고려했다. 

170)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from Cyrus Vance and Harold Brown, "New 

Security Assistance Program for South Korea," July 13, 1977, The Secretary 

of State, DDRS.

171) Memorandum from Armacost to Brzezinski, March 9, 1977.; Memorandum 

from Armacost to Brzezinski, April 27, 1977. 유훈, 2012, pp. 157-160, 172.에서 

재인용. 

172) 한국 국방부는 카터 행정부의 철군 보상책에 대해서 “1971년 주한 미 제7사단 철

수시와는 달리 카터 행정부는 철수의 대가로 뚜렷한 보완조치를 내놓지 않으므로서 

한국 정부를 더욱 난감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 1994,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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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군사력 균형은 북한이 우세한 상황이었다. 이는 1960년대 북한의 국

방자위노선에 따른 군비 증강의 결과였다. 한국은 이러한 북한의 군비 

증강을 위협으로 느끼고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했다. 

한국은 방위산업 육성 및 전력 현대화를 바탕으로 자주국방 정책을 추진

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 후반 카터 행정부 시기에 이르러 한국은 북

한의 국방비 누계를 넘어섰으며 그 격차는 점차 확대되어 군사력의 우세

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173) 

당시 닉슨, 카터 행정부의 인식도 이러한 객관적 군사력 균형 상

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두 행정부 모두 남북한 군사력이 대략적인 균

형 상태를 이룬다고 인식하였으나 그 세부적인 인식에서는 차이가 있었

다. 닉슨 행정부는 한국의 열세를 뚜렷이 인식하였고 이는 적극적인 철

군 보상책의 형태로 확인되었다. 반면, 카터 행정부는 비교적 한국에 우

호적인 균형 상태로 인식하였고 이는 소극적이며 조건부적인 철군 보상

책으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2. 첨단 전투기의 이전 

두 시기 독립 변수의 편차를 살펴본 결과, 닉슨 행정부 시기 한국

의 군사력은 북한에 비해 현저한 열세였고 카터 행정부 시기에는 그 격차

가 일정부분 만회되어 한국이 대등 또는 우세한 상황이었음을 확인했다. 3

장에서 제시한 가설 2의 연쇄과정에 따르면, 한국이 북한과의 군사력 균형

에서 현저한 열세를 보이는 닉슨 행정부 시기에 미국의 첨단무기 이전 가

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가설 2는 미국이 군사력 균형의 격차를 만

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예측하기 때문이다. 종속 변수가 가

설 2의 예측대로 변화하는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검증하도록 한다.

173) 추가적으로 COW 군비데이터를 통해 군비누계를 확인한 결과, 남북한 간의 차이는 

1960년대부터 점차 확대되어 1976년에 가장 컸다. 1977년부터는 한국의 국방비가 

급증하면서 1980년에 이르러 한국의 국방비가 북한을 역전하였다. COW 데이터에 

따르면 닉슨 행정부 시기는 남북한 격차가 확대되는 시기, 카터 행정부 시기는 한국이 

추격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이는 본 사례의 ‘가장 가능성이 적은 사례

(least-likely case)’로서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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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닉슨 행정부 시기

항공기의 현대화는 ‘한국군 5개년 현대화계획’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다. 5개년 현대화 계획의 모체인 1969년 ‘한국 방위력 증강의 기

본 계획’에서는 “한국군의 군사력을 적어도 북괴와 대등한 수준으로 증

강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였고, 이를 위해 “전쟁발발로부터 미국의 

증원이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45일간) 동안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력량을 갖추도록” 추진하였다. 그 중 공군의 증강 목표는 “현 

주력기인 F-86형을 F-4 및 F-5형으로 교체”하는 것이었다.174) 

이러한 기본 계획에 의거하여 한미 양측은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1970년 7월부터 1971년 2월까지 실무자 회담에 돌입하였

다. 이 회담에서 한국 측은 미국 측에 F-4D Phantom 4개 대대, 

F-5-13 3개 대대, F-5-21 6개 대대의 도입을 요구하였다. 이는 북한

의 공군력이 월등히 우세하다는 당시 한국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

다.175) 당시 한국은 미국이 거절할 경우를 미리 예측하여 대안을 준비할 

정도로 첨단 전투기 확보에 적극적이었다.176) 

당시 한국이 원했던 주요 기종은 F-4D/E 전폭기였다. F-4D/E 

기종은 당시 미국의 최첨단 전폭기였으며 북한이 보유한 기종의 성능을 

월등히 앞섰다. [표 5-1]은 당시 남북한 공군의 주력 기종들의 성능을 

비교한 표이다. 이에 따르면 F-4D/E 기종은 전투 반경(combat radius), 

무장 적재량(ordnance capacity), 최대 속도(maximum speed) 등 주요 

성능에서 북한의 모든 기종을 앞선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적극적 구애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냉담

174) “한국 방위력 증강의 기본계획,” 『한국군 군사력 증강계획, 1969』, 

Re-0028(1969-74),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175)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 관계 실무자 회담, 제2-9차(1970.7.13.-9.25),” 『한

국안보에 관한 한, 미간 협의(국군현대화 5개년 계획 및 주한미군 감축) 1970-1971. 

(V.4 한,미 군사 실무자 회담, 1970.7-71.2)』, G-0020(1971),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176) 당시 한국은 미국이 거절할 경우에 대비하여 첫째, 특별군원에 의한 추가적인 군사

원조 요청, 둘째, 월남전 종식에 따라 월남전에서 사용하던 미군 중장비의 한국군 전용 

요청, 셋째, 장비 대여 교섭의 3가지 대안을 검토하였다. “한국 방위력 증강의 기본계

획,” 『한국군 군사력 증강계획, 1969』, Re-0028(1969-74),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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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당시 미국의 한국군 현대화 지원의 우선순위는 지상군에 맞춰져 

있었다. 닉슨 행정부는 NSDM 48에 의거하여 현대화 계획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육군 중심의 현대화 계획이었고, 방공능력 또한 

지상 방공체계 능력 향상이 주목표였다. 공군과 관련해서는 기지 방호력 

향상과 같은 제한적인 현대화만이 포함되었다.177) 

기종 전투 반경(km) 무장 적재량(ton) 최대 속도(Mach)

한국

F-4D/E 965 5.0 2.2+

F-5A/E 320/645 3.5 1.4-1.6

F-86F 435 1.5 0.9

북한

Su-7 480 2.0 2.0

Il-28 965 2.2 0.8

Mig-21 320 1.0 2.0

Mig-19 645 0.5 1.3

Mig-15/17 450/580 0.5 0.9

·출처: Stuart E. Johnson and Joseph A. Yager, The Military Equation in Northeast 
Asia(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9), p.40.

[표 5-1] 한국, 북한 공군 주력기종 성능 비교 

공군 현대화에 대한 필요성이 전혀 대두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

었다. NSC 내부에서는 한국 공군을 현대화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철군 

계획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며,178) 이는 

NSDM-129에 따라 북한 공군력의 위협 판단 및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및 미국의 전력수단, 한국 공군을 현대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정 수단 

177) “NSC-U/DM, No. 44 (Subject: U. S. Programs in Korea),” Records of the 

Under Secretaries Committee-Decision Memorandum[Entry 11], Record Group 

273: Records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1947-1969, AUS178_03_00C0002, 

국사편찬위원회.;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Kissinger) to President Nixon, Washington, August 22, 1970, 

FRUS, 1969-1976, Vol. XIX, Part 1 Korea 1969-1972. No. 70.

178) Memorandum for President from U. A. Johnson, September 2, 1970, 

Under-Secretaries Committee, DD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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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연구되었다.179)

하지만 닉슨 행정부는 현대화 계획에서 한국 공군에 대한 첨단 

전투기 이전을 주요 옵션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한국 공군에 대한 전투기 

이전 대신 주한 미 공군 전력 증강을 추진했다.180) 구체적으로 닉슨 대

통령은 현대화 계획과 더불어 미 공군 F-4 1개 비행단을 한국에 증파하

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다.181) 하원 국방소위원회에서 레어드(Melvin 

Laird) 국방장관의 대담 내용은 당시 한국 공군 현대화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뚜렷이 보여준다. 

McFall 하원의원 : 우리는 한국에 항공기를 이전하지 않고 우리 미군의 

공군력에 의존하고 있다, 이 사실이 맞는가?

Laird 국방장관 : 그들(한국)은 이미 F-4 1개 대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이미 첨단 공군력을 확보했으며 현대화를 진행

하고 있다. … 그러나 여전히 공군력에 있어서는 북한이 

우세하다고 판단한다. … 우리는 현재 한국에 F-4 

대대를 배치시켰다. 이는 남북한 공군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시킨 것이다.182)

레어드 국방장관은 당시 한국이 이미 F-4D 1개 대대를 보유하였

으므로 추가적인 첨단 항공기 이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183) 이

와 같은 인식에서 당시 닉슨 행정부는 한국의 공군력 열세를 첨단 전투

기를 직접 이전하기보다 주한 미 공군 전력을 증강시킴으로써 보완하고

179) "ROK Force Structure and Modernization Program," National Security 

Decision Memorandum 129, September 2, 1971, NSC, DDRS. 

180) Letter of Hugh Scott and 12 other Senators to President Nixon regarding 

the Korean Armed Forces Modernization, August 14, 1970.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971, pp. 476-477.

181) Response by the White House to 13 Senators' Letter to President Nixon, 

September 16, 1970. i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971, pp. 483-484.

182) Testimony by Melvin R. Laird, Secretary of Defense, before the 

Subcommittee on Defense of the House Appropriations Committee, February 

23, 1972. in Se-jin Kim(eds.), 1976, pp. 413-414.

183) 한국은 1969년 존슨 행정부로부터 F-4D 1개 대대(18대)를 이전받아 운용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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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했다. 이러한 관점은 1973년 현대화 계획 재검토에 의해 추진 중점

이 지상군에서 해공군을 포함한 균형 전력으로 전환된 뒤에도 동일했

다.184) 닉슨 대통령은 1973년 서명한 NSDM 227에서 북한 위협에 대

한 방공을 강조했으나, 첨단 항공기 지원은 방공 환경, 위협에 대한 충

분한 고려가 진행된 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낮추어 지시하였

고185), 결국 임기 내 F-4D 항공기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186)

 

    나. 카터 행정부 시기

한국은 1974년부터 1차 전력증강계획을 추진 중이었고 그 일환

으로 항공기 현대화를 추진하였다. 당시 한국이 공군 현대화를 위한 차

기 전투기 기종을 선택하면서 고려했던 사항은 ‘마하 2 이상의 속도’와 

‘미국 공군이 정식 채택한 기종’이었다.187) 이 기준에 따라 F-16은 미국 

공군이 차기 전투기로 채택한 항공기였고 다목적 전투기로서 전투 성능 

또한 탁월했기 때문에 한국은 차기 전투기 기종으로 F-16을 선호했다.188)  

한국은 공군 현대화를 위해 포드 행정부 시기 미국 측에 공식적

으로 F-16의 가격과 성능과 관련한 자세한 데이터를 요청하였으며, 비

공식적으로는 F-16의 한국 내 조립 생산 허가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미

국 측은 한국 측의 F-16 획득 시기는 1982년도 중반이 될 것이며 공동 

생산 문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밝히면서 결정을 보류하였다.189)

184) Memorandum From the President’s Assista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issinger) to President Nixon, Washington, July 25, 1973, FRUS, 1969-1976, 

Vol. E-2, Documents on East and Southeast Asia, 1973-1976. No. 242. 

185) "Korean Force Modernization Plan," National Security Decision Memorandum 

227, July 27, 1973, NSC, DDRS.

186) 한국의 지속적 요구로 현대화 계획에 F-4D 1개 대대 이전이 최종적으로 포함되었

으나 미국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계획대로 이전되지 않은 원인을 직접적으로 파악

하기는 어려우나, 당시 예산 상의 문제, 닉슨 행정부의 첨단 항공기 이전에 대한 신

중한 태도 등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87) 오원철, 1996, pp. 507-508.

188) 또한 당시 한국은 항공공업 육성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미 공군이 새로운 항공

기를 채택할 때 그 결정을 뒤따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오원철, 1996, 

p.518.; “F-16 전투기 확보 (1977. 12. 12.),”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기록관.

189) Commander In Chief Pacific Command History, Vol. 2. 1976 (Prepar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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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행정부가 집권하기 시작한 1977년 초부터 한국은 다시금 

F-16 획득을 시도하였다. 이번에는 F-16 60대에 대한 구체적인 구매 

요청이었다. 이에 브라운(Harold Brown) 미 국방장관은 1977년 7월 제 

10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에서 

F-16 판매에 대해 원칙적 승인의 입장을 밝혔다.190) 미 국방부는 한국 

측에 판매 시기,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알렸으나, 

노후된 F-5와 F-86을 대체하기 위한 F-16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191)  

한국의 F-16 구매 요청은 미국 내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카터 대통령의 무기 이전 정책과 상당 부분 위배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카터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평화,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

를 중시했으며 외교정책에 있어서 도덕적 원칙을 강조했다.192) 이러한 

원칙은 무기 이전 정책에도 적용되었다.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자 

시절부터 무기 이전의 양적, 질적 증가가 세계 평화에 악영향을 미친다

고 주장하며 무기 이전을 억제할 것을 강조했다.193) 이러한 맥락에서 한

국에 대한 F-16 판매는 카터 행정부의 무기 이전에 대한 양적, 질적 통

제 정책을 위반하는 사례가 될 위험성이 있었다.194) 

the Command History Branch Office of the Joint Secretary Headquarters 

CINCPAC, 1977), p. 325.

190) Commander In Chief Pacific Command History, Vol. 2. 1978 (Prepared by 

the Command History Branch Office of the Joint Secretary Headquarters 

CINCPAC, 1979), p. 439.; Action Memorandum for the Secretary of State from 

Richard Holbrook and Leslie H. Gelb, "ROK Request for F-16 Aircraft," 

February 16, 1978, Department of State, DDRS.

191)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from Cyrus Vance and Harold Brown, "New 

Security Assistance Program for South Korea," July 13, 1977, The Secretary 

of State, DDRS. 

192) Cyrus Vance, Hard Choices: Critical Years in America's Foreign Polic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3), p. 33.; Jimmy Carter, Address at 

Commencement Exercises at the University of Notre Dame, May 22, 1977, 

http://www.presidency.ucsb.edu/ws/?pid=7552(최종 검색일: 2017년 11월 13일)

193) 카터 대통령은 무기 이전 관련 선거공약으로 다음 4가지를 제시했다. ①공급국과 

수요국 간 국제적 군비통제 의제로서 재래식 무기 이전 억제를 추진하겠다. ② 미국

이 이전보다 더 큰 자기억제를 추진하겠다. ③ 다른 서구 공급국 및 소련과 무기판매

를 촉진하지 않도록 협력하겠다. ④ 무기 생산력을 제한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이뤄지

는 억제 노력을 지지하겠다. "Arms Control and the 1976 Presidential Election," 

Arms Control Today, (October 1976), p. 5. 엄정식, 2012, p. 49.에서 재인용.

194) 카터 행정부의 무기 이전 억제 정책은 PD-13으로 확정되었는데 이는 무기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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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카터 행정부에서는 국무부 정치군사국을 중심으로 국방부, 

NSC, ACDA, CIA가 함께 한국에 대한 F-16 판매 관련 연구에 돌입했

다.195) 국무부 정치군사국과 국방부는 F-16 판매에 우호적인 입장이었

다. 이들 부처에서는 F-16의 군사적 효용성을 F-4, F-5 등 다른 대안 

기종에 비해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F-16이 첨단 무기이긴 하지만 60대 

규모의 판매로는 한반도 군사력 균형에 큰 변화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

며, 오히려 북한 공군의 양적 우세,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F-16 

판매가 적합하다고 보았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판매 가능성을 제

시한 상태에서 의견을 번복할 경우 동맹 신뢰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ACDA는 F-16 판매가 한반도 군비경쟁을 야기할 것이라

며 반대하였다. 또한 모든 부서들은 F-16 판매가 카터 대통령의 무기 

이전 억제정책을 위반한다는 사실과 의회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였다.196) 당시 각 부처의 입장은 찬반이 

나뉘었지만 판매 결정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결론지어졌다. 이러한 검토 

결과 1978년 2월 국무부는 최종 평가서를 완성하였으나197) 당시 의회 

내에서 철군정책에 대한 수정논의가 시작되면서 F-16 판매 건은 자연스

럽게 결정이 보류되었다.198)

질적, 양적 통제 내용을 포함한다. 양적 통제는 무기 이전 총액 관련, 질적 통제는 첨

단 무기, 기술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다. 엄정식, 2012, pp. 57-58.

195) Memorandum for NSC-Tuchman, EA-Holbrooke, H-Bennet, OSA/ 

ISA-McGiffert, ACDA-Blechman, CIA-Allen, from PM-Allen, "F-16 Aircraft for 

the ROK," NLC-21-24-9-5-8(Declassification 2008/04/30), JCL.

196) 당시 미국 의회는 코리아게이트 사건으로 한국 군사원조 문제에 부정적이었다. 또

한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압제, 인권유린을 지적하며 한국에 대한 어떠한 원조에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상당수였다. William H. Gleysteen Jr, Massive Entanglement, 
Marginal Influence: Carter and Korea in Crisis(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9), 황정일(역), 『알려지지 않은 역사』(서울: 중앙M&B, 

1999), p. 54.

197) 최종 평가서에서는 F-16 판매와 관련하여 다음의 5가지 옵션을 제시하였다. ① 본래

의 판매 제안을 번복하는 대신 F-4 또는 F-5E 판매를 제안. ② 1년 뒤 F-16 판매 재협

상 추진. ③ 1년 내 의회가 승인한다면 F-16 판매 추진. ④ 한국 제안을 수락하되 1개 

대대(18대)만 판매. ⑤ 한국 제안을 그대로 수락하여 F-16 60대 판매. Action 

Memorandum for the Secretary of State from Richard Holbrook and Leslie H. 

Gelb, "ROK Request for F-16 Aircraft," February 16, 1978, Department of 

State, DD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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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6 판매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은 브라운 국방장관의 11월 

방한을 앞둔 시점이었다. 브라운 국방장관은 방한 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F-16 판매와 관련된 미국의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기를 원했다.199) 브라

운 국방장관은 F-16 판매는 북한 공군의 양적 우세를 상쇄하고, 한국의 

안보 자신감(confidence) 확보에 필수적이므로 PD-13의 예외승인을 요

청했다. 또한 한국에 판매 동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판매 지연 또는 번복은 양국의 신뢰관계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국방장관의 의견에 밴스(Cyrus Vance) 국무장관도 

동의했다.200) 반면, ACDA는 기존과 같은 군비경쟁의 측면에서 F-16 

판매를 반대했다.

브레진스키 안보보좌관은 카터 대통령에게 각 부처의 의견을 종

합하여 보고했다. 브레진스키는 자신 또한 국방부, 국무부장관의 입장에 

동의함을 밝혔다. 그는 PD-13의 예외 사례를 만드는 것이 무기 이전 억제 

정책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으나, 한국에 대한 동맹의무 차원에서 

판매를 동의하였다. 또한 F-16 판매는 확실한 철군 보상책으로 향후 철

군 계획 추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결정적으로 한국의 

장기적인 공중 우세 확보를 위해 F-16 이전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201)

이러한 관료들의 판매 승인 요구에 카터 대통령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202) 결국 카터 대통령은 F-16 판매 승인

을 거부하였다. 카터 대통령의 거부 원인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당시 소련과의 4차 재래식 무기 이전 회담(Conventional Arms 

198) 이후 F-16 판매건은 1978년 6월 행정부 부처간 협의, 1978년 7월 제11차 한미 

SCM에서 언급되긴 하였으나 주요 의제는 아니었다. 판매 결정이 보류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에는 통보되지 않았다. 엄정식, 2012, pp. 119-120.

199)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from Harold Brown, "My November Asian 

Trip," October 28, 1978, Secretary of Defense, DDRS.

200)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from Zbigniew Brzezinski, "Harold Brown's 

November Asian Trip: Decision to Proceed with F-16 Sale to Korea," 

November 1, 1978, the White House, DDRS.

201)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from Zbigniew Brzezinski, "Harold Brown's 

November Asian Trip: Decision to Proceed with F-16 Sale to Korea," 

November 1, 1978, the White House, DDRS.

202) Memorandum for Jessica Tuchman from Nick Platt, October 19, 1978, NSC, 

DD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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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Talks, CATT)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무기 이전 억제 정책

의 일관성을 지킬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203) 또한 의회와의 추

가적인 대립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204) 

즉, F-16 판매를 거부한 최종 결정은 카터 대통령이라는 개인 

변수로 인한 예외적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행정부의 각 부처들의 종합

된 최종 의견은 판매 승인이었고 카터 대통령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을 

뿐더러 애초부터 판매 자체에 원칙적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터 행정부의 F-16 판매 사례는 판매가 승인되지 않

은 결과보다 판매를 승인한 정책결정과정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종적으로 종속 변수 변화를 정리해보면, 닉슨 행정부에서는 

F-4D 이전을 주요 옵션으로 고려하지 않았고 그 결과 F-4D는 한국에 

이전되지 않았다. 카터 행정부 시기, 행정부 각 부처는 한국의 F-16 구

매 요청에 대해 판매 승인을 결론지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카터 행정부 시기 즉, 한국이 군사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오히려 첨

단무기 이전 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닉슨 행정부 시기 카터 행정부 시기

독립 변수

누적 국방비 

비교
한국 열세 한국 우세

미국의 인식
한국 열세, 

현대화 필요성 인정 

대략적 균형,

한국 자체방위 가능

종속 변수
각 부처 합의 

결과

F-4D 이전 

고려하지 않음
F-16 판매 승인 권고

[표 5-2] 사례 내용 정리 

203) 일각에서는 한국의 F-16 판매 사례를 무기 이전 억제정책의 시험 사례(test case)

로 인식하고 있었다. Memorandum for Zbigniew Brzezinski and David Aaron 

from Jessica Tuchman Mathews and Leslie G. Denand, "F-16s for Korea and 

CAT," October 19, 1978, NSC, DDRS. 

204) 엄정식, 2012, pp. 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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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 행정부 시기에는 군사력 균형을 만회하고자 하는 가설 2 

연쇄과정의 중간단계까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는 첨단무기 이전이라는 

최종 단계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 닉슨 행정부는 한국의 열세

를 분명히 인식하고 군사력 격차를 만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긴 하였

으나 이는 비(非)첨단무기 분야에 한정되었고, 최종적으로 F-4D라는 첨

단 전투기 이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반면, 카터 행정부에서는 F-16 

판매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가설 

2와는 정반대의 결과이면서 통계 분석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미국이 오히려 우세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에 대해 첨단

무기를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결과의 구체적인 연쇄 과정은 무엇인가? 

두 시기의 정책 결정 과정을 살펴본 결과 그 인과 사슬을 직접적으로 확

인할 수는 없었으나 일정 부분 설명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첫째로는 미국이 첨단무기 이전을 통해 군사력 균형의 우위를 

장기적으로 지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카터 행정

부의 각 부처는 F-16 판매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여 긍정적 결과

를 내놓았다. F-16 판매 승인에 적극적이었던 국방부, 국무부의 주요 

논리는 F-16이 한국 안보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

다.205) 이는 단기, 중기적 관점에서는 F-4 추가 도입만으로도 충분했으

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F-16을 차기 전투기로 확정했던 한국 정부

의 의도와도 일치하는 것이다.206)

한편, 이는 닉슨 행정부의 행보와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당시 닉슨 

행정부는 군사원조 정책의 초점을 1960년대 북한의 군비 증강과 닉슨 

행정부의 철군 정책으로 인한 한국의 군사력 열세를 보완하는 데 두었

다. 닉슨 행정부가 추진하였던 한국군 현대화 계획은 그 초점이 지상군 

중심이었고, 기본적인 군사력 기반 형성, 보완이 우선이었다.207) 즉, 닉

205) Memorandum for NSC-Tuchman, EA-Holbrooke, H-Bennet, OSA/ 

ISA-McGiffert, ACDA-Blechman, CIA-Allen, from PM-Allen, "F-16 Aircraft for 

the ROK," NLC-21-24-9-5-8(Declassification 2008/04/30), JCL.

206) 오원철, 1996, pp. 518-519.

207) 한국군 현대화 계획은 첨단무기 뿐만 아니라 각종 군수물자, 수리부속, 통신장비 

등 세부 품목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계획이었다. 미국은 이러한 기본적 품목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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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 행정부는 한국의 군사력 열세를 보완하기 위한 기본 무기 즉, 비(非)

첨단무기 이전에는 적극적이었으나 첨단무기 이전에는 비협조적이었다. 

따라서 두 시기의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다면 미국은 군사력 균형에서 열

세일 경우에는 비(非)첨단무기 이전을 통해 균형을 만회하고자 하며, 군사

력 균형에서 동등 혹은 우월한 위치에서는 첨단무기를 이전하여 유리한 

위치를 지속 유지하고자 한다는 새로운 가설을 생각해볼 수 있다. 

둘째로는 미국의 한국군에 대한 신뢰도를 고려하여 새로운 가설

을 추측할 수 있다. 닉슨 행정부가 첨단 항공기를 이전하지 않은 결정에

는 당시 한국의 북한 선제공격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 애초에 한

국군 현대화 계획이 지상군 중심으로 추진된 것은 한국군의 공세적 행동

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며,208) 레어드 국방장관은 하원 국방소

위원회에서 ”한국인들에게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원

하지 않는다”는 의도를 명확히 밝혔다.209) 

반면 카터 행정부의 F-16 판매 논의 중에는 이러한 한국의 선

제공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찾아볼 수 없었다. F-16 판매에 유일하게 

반대한 ACDA조차도 군비 경쟁 차원에서 반대 논리를 펼쳤을 뿐 한국군

의 공세 우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당시 한국이 이미 이전

부터 북한 공군의 항공기를 압도하는 F-4D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국은 1969년부터 F-4D 1개 대대를 보유하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대표적으로 닉슨 행정부는 한국의 M-16 소총 생산 

시설 건설 요구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였다.  

208) 유인석, 『닉슨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 : 안정자 역할과 부분감축』(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pp. 211-212. 또한 닉슨 행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박정희 정권

에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Background Papers, 

Korean Visit, August 19, 1969,” Country Files - Far East, Henry A. Kissinger 

Office Files, National Security Files,  AUS010_01_02C0028, 국사편찬위원회.

209) Testimony by Melvin R. Laird, Secretary of Defense, before the 

Subcommittee on Defense of the House Appropriations Committee, February 

23, 1972. in Se-jin Kim(eds.), 1976, pp. 413-414. 이러한 닉슨 행정부의 의도는 

한국과의 현대화 계획 협상 테이블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한국 실무진은 미국이 

F-4D 항공기 이전을 거부하는 이유를 “아측의 전쟁도발가능성을 염려한 것”으로 판

단하였다.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 관계 실무자 회담, 제2-9차,” 『한국안보에 관

한 한, 미간 협의(국군현대화 5개년 계획 및 주한미군 감축) 1970-1971. (V.4 한,미 

군사 실무자 회담, 1970.7-71.2)』, G-0020(1971),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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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의도를 보이지 않았다. 따

라서 미국은 한국군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더 이상 우려하지 않게 된 것

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미국은 피후견국이 군사력 우위를 

점한 상태일수록 피후견국의 공세적 의도에 대한 의심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첨단무기 이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가설을 수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소련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해할 수 있다. 냉전 

시기 미, 소간의 양자 관계는 체제 수준의 변수로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닉슨 행정부는 한국군 현대화가 소련의 북한에 대한 군사원조

를 촉발할 가능성을 우려했다.210) 소련에 대한 우려가 심한 상황에서 현

대화 계획의 적극적인 추진은 미국에게 큰 부담이었다. 특히 점차 중요

성이 강조되는 공군력 균형과 관련된 첨단 항공기 이전에 대해서 닉슨 

행정부는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카터 행정부 시기 F-16 판매 논의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감소하였다. 브레진스키 안보보좌관은 카터 대통령에게 F-16 판매 승인

을 최종적으로 권고하면서 미국이 한국에 F-16을 이전하더라도 소련이 

북한에 첨단 전투기를 공급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 근거

는 이미 한국은 북한보다 우수한 항공기를 몇 년 전부터 보유했으나 소

련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뚜렷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소

련의 예상 반응은 소수의 구형 전투기(MIG-21)를 지원하거나 소규모 

방공 무기를 제공하는 데 그칠 것으로 판단하였다.211) 

이처럼 냉전기 미국의 첨단무기 이전과 관련하여 소련의 대응은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이는 첨단무기 이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피후견국과 적대국 간의 군사력 균형 뿐 아니라 냉전기 체제적 특성인 

210) 당시 국무부와 주한 미 대사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화 계획의 세부 내용을 

소련에 사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소련이 북한에 추가적인 무기 공급을 

하지 않도록 미국이 처한 상황과 세부적인 현대화 계획 내용을 ‘솔직하게’ 소련에 알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POL 1-2, Korea, 1970-1974,” Multilateral Political Relations 

Subject Files, 1948-1976[Entry A1-5574], Record Group 59: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1763-2002, AUS002_79_00C0001, 국사편찬위원회.

211) 또한 당시 북한-중국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북한-소련 관계가 냉각된 정황도 소련의 

소극적 대응을 예측하는 근거였다.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from Zbigniew 

Brzezinski, "Harold Brown's November Asian Trip: Decision to Proceed with 

F-16 Sale to Korea," November 1, 1978, the White House, DD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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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과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함을 의미한다.   

제 3 절 소 결

본 장에서는 한국의 사례를 통해 통계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

토하고자 하였다. 한국 사례는 이론 검증을 위한 ‘가장 가능성이 적은 

사례(least-likely case)’로서 선정되었으며 닉슨 행정부 시기와 카터 행

정부 시기 각각의 첨단 전투기 이전 요구 사례를 비교하였다. 

두 시기의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을 살펴보면 국방비 누적 지표 

측면에서 닉슨 행정부 시기는 한국의 열세로, 카터 행정부 시기는 한국

의 우세로 판단할 수 있다. 한반도 군사력 균형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인식은 한국과 북한이 대략적인 균형 상태를 이룬다고 판단한 점에서 유

사하나, 세부적인 뉘앙스에서 차이가 있었다. 닉슨 대통령의 경우 한국

의 열세에 대해 깊이 공감했으며 이를 만회하고자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했다. 반면 카터 대통령의 경우 한국의 자체 방어력에 대해 긍정적

으로 평가하였고 이러한 자신의 판단에 대해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212) 

이렇듯 독립 변수 측면에서 두 시기는 그 편차는 미미하지만 명백한 차

이를 가지고 있었다.

종속 변수를 살펴보았을 때, 닉슨 행정부는 한국의 F-4D 전투

기 이전 요구에 불응하였다. 당시 닉슨 행정부는 한국군 현대화 계획을 

통해 한국의 군사력 증강에 적극성을 보였음에도 첨단 전투기 이전 요구

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한편, 카터 행정부 시기 한국의 F-16 

판매 요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카터 대통령 개인의 

결정이었다. NSC를 비롯한 국방부, 국무부 등 행정부 내 핵심 부처들은 

F-16 판매에 동의하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212) 1979년 1월 미국 내에서 북한 군사력의 재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주요 내용은 

북한의 군사력이 그간 과소평가 되어왔으며 실제 북한의 군사력은 위협적인 수준이

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카터 대통령은 이러한 평가에 대해 한국은 발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Jimmy Carter, White 
House Diary(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10), pp. 27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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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두 시기에서 드러난 변수 간의 관계는 피후견국의 군사

력 수준이 높을수록 첨단무기가 이전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통계 분석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으

로는 다음의 요인들을 추측할 수 있었다. 첫째로는 미국이 첨단무기 이

전을 통해 군사력 균형의 우위를 장기적으로 지속하고자 한 의도를 찾아

볼 수 있었으며, 둘째로 한국군의 선제공격에 대한 우려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남북한 간의 군사력 균형뿐만 아니라 소련과의 관

계가 첨단무기 이전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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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 1 절 요약 및 함의

본 논문에서는 미국이 피후견국에 대한 군사원조 수단 중 동맹

과 첨단무기 이전을 선택하게 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더 나아가 특

히 첨단무기 이전에 피후견국의 군사력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

다. 구체적으로는 야리-마일로, 라노즈카, 쿠퍼의 이론틀을 바탕으로 후

견국-피후견국 간 안보이익의 공통성, 피후견국의 상대적 군사력이라는 

독립 변수를 설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가설을 수립하여 다항 로짓 모

형으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통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

틀의 추가적인 검증을 위해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동맹 조약과 무기 이전 관련 기존 연구들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

점이 있었다. 첫째, 동맹과 무기 이전 간의 대체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았

다. 둘째, 무기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되는 무기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는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 셋째, 무기 이전의 군사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 넷째, 미국의 대한(對韓) 무기 이

전 관련 기존 연구는 사례 연구 중심으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 범위가 좁

았다.

본 논문은 ①후견국-피후견국 간의 안보이익 공통성이 높을수록 

후견국이 동맹 조약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고, ②피후견국의 상대적 군사

력이 약할수록 후견국이 첨단무기를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설

정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 기반하여 추가적인 통제 변수를 고려하였

다. 다항 로짓 분석 결과는 첫 번째 가설은 지지하였으나, 두 번째 가설

에 대해서는 상반된 내용을 보였다. 다시 말해, ‘안보이익의 공통성’ 변

수는 동맹 조약 체결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피후견국의 상대적 군

사력 변수’ 또한 첨단무기 이전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안보

이익의 공통성’은 동맹 조약 체결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

으나, ‘피후견국의 상대적 군사력’은 첨단무기 이전을 결정하는 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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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준이 되지 못했음을 밝혔다. 

이에 본 논문은 사례 연구를 통해 두 번째 가설을 재검토하고자 

하였다. 한국 단일 사례 내에서 닉슨 행정부 시기와 카터 행정부 시기의 

첨단 전투기 이전 사례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한국이 군사적으로 확연

한 열세를 보였던 닉슨 행정부 시기보다 남북한 군사력 격차가 줄어들어 

한국이 근소한 우세를 점했던 카터 행정부 시기에 첨단 전투기 이전이 

긍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변수 간의 직접

적인 인과 관계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군사적 우위를 지속 유지하고

자 하는 미국의 의도, 한국군의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 대(對) 소

련 관계 등을 통해서 변수 간 경향성의 설명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이론틀에 대해 심층적인 검증을 시도했

다. 구체적으로는 양적 방법을 사용하여 이론틀의 보편성을 검증하고, 

사례 연구를 통해 이론틀에서 검증이 미비했던 부분 그리고 통계 분석 

결과를 보완하고자 했다. 둘째, 검증 과정에서 무기의 질적 수준을 반영

하여 첨단무기가 갖는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했다. 특히 양

적 지표를 활용해 첨단무기 측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 대한 

학문적 기여점을 갖는다. 셋째, 검증 결과 기존 가설과 배치되는 변수 

간 경향성을 발견하였고 이에 대한 설명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가 갖는 현실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동맹 조약 체결 정책과 첨단무기 이전 정책 간의 상호 대체효과를 검증

하였다. 그 결과, 동맹 조약 체결 정책은 첨단무기 이전 정책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었으나 첨단무기 이전 정책이 동맹 조약의 효과를 대체하는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213) 미국은 높은 안보이익 공통성을 가

진 피후견국에 대해서 동맹 조약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으며, 첨단무기 

이전으로 동맹 조약을 갈음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이는 이론틀의 예

측을 지지하는 내용이다. 반면, 미국은 피후견국이 강할수록 동맹과 첨

단무기를 이전할 가능성이 모두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피후견

213) 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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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상대적 군사력’ 측면에서 첨단무기 이전이 동맹 조약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이론틀의 예측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

은 동맹 조약 체결을 가장 높은 수준의 군사원조 수단으로 인식한다는 

것, 그리고 첨단무기 이전으로 동맹 조약을 대체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

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미국은 피후견국에 대한 군사원조에 있어서 철저히 현실주

의적 사고에 기반한다는 점이다. 통계 분석과 사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피후견국의 군사력이 강할수록 군사원조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처럼 미국의 군사원조 정책은 ‘약한 자를 억누르고 강한 자를 돕는다’

는 억약부강(抑弱扶强)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미

국의 동맹 체결 정책, 첨단무기 이전 정책은 약자를 지원하는 시혜적(施

惠的) 성격이 아닌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되는 강한 피후견국을 돕는 호혜

적(互惠的) 접근에 기반한 결정임을 의미한다. 이는 곧 피후견국들로 하여

금 미국의 군사원조가 결코 자비로운 선물이 아니며, 미국에 대한 무조

건적 의존이 갖는 위험성을 일깨우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한-미 관계에도 정책적 함의

를 제공할 수 있다. 사례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한국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 군사원조 정책의 억약부강(抑弱扶强) 경향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는 곧 한국이 지속적인 미국의 군사원조 의무

(commitment) 이행을 바란다면 미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지속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체적인 군사력 증강을 병행해야 함을 뜻한다. 

즉, 한-미 관계도 두 국가 간 이익에 기반한 호혜적 관계임을 끊임없이 

자각하고 과도한 동맹 의존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주의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정부적 국제체제 내에서 국가의 자조

(self-help)는 대내적 노력(자체 역량 강화)과 대외적 노력(동맹 형성)이

라는 두 수단이 균형 있게 추진될 때에 비로소 얻어질 수 있는 것임을 

현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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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한계 및 후속 연구 가능성

본 논문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피후

견국 간의 양자 관계에 집중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자 관

계 차원에서의 동맹 조약 및 무기 이전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했다. 둘

째, 양적 지표를 통해 첨단무기 측정을 시도하였으나 이는 기초적인 시

도에 불과하며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측정에 있어서 무기의 종류와 

질적, 양적 특성을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하여 측정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

가 있다. 셋째,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냉전기의 특수한 결과

인지 탈냉전기를 아우르는 보편적 결과인지 판단하지 못한다. 이 판단을 

위해서는 국제 관계, 각국의 안보이익이 다양화된 탈냉전기의 특성을 고

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한계는 기존 가설

과 상반된 변수 간 상관 관계에 대한 엄밀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한계점들을 고려했을 때 다음의 방향으로 후속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첫째, 다자 동맹, 다자간 무기 이전에까지 연구 범위를 

확장해볼 수 있다. 최근 국제안보 연구 방법론의 발전으로 그간 양자 관계

(dyad)에 한정되어 왔던 연구 경향이 다자 관계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

이 모색되었다.214) 둘째, 첨단무기 측정 방법의 정교화 측면에서 더욱 

발전된 연구가 가능하다. 최근 무기 분류의 세분화, 무기의 연식(age) 

등 첨단무기 판단 기준에 대한 고민들이 지속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

라 다양한 기준에 의거한 측정 방법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215) 

214) 포드햄(Benjamin Fordham)과 포스트(Paul Poast)는 기존 연구들이 방법론적 한

계로 양자 관계(dyadic)에 한정되어 왔던 것을 비판하며 다자 관계 분석(k-adic)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Fordham and Poast, 2016, pp. 840-865.

215) 최근 존슨(Johnson)은 새로운 무기 체계 분류 조건으로 무기의 연령(age)을 측정

하여 반영하였다. Richard A. I. Johnson, "The Role and Capabilities of Major 

Weapon Systems Transferred between 1950 and 2010: Empirical Examinations 

of an Arms Transfer Data set," Defence and Peace Economics, Vol. 28. No. 

3(April 2017), pp. 272-297. ‘무기 분류’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로는 A.F. Mullins 

Jr, Born Arming: Development and Military Power in New States(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7).; Zarzecki, 2002. 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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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보다 정교한 지표를 연구에 반영한다면 무기 이전에 대한 더욱 

정확한 이해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이론틀과 방법을 유지

하면서 연구 시기를 탈냉전기까지 확장한다면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 범위

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탈냉전기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연구의 관건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이 제시한 기존 가설

과 상반되는 변수 간 상관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단편적인 설명 가능성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분석은 실시하지 못하였다. 변수 간의 새로운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이 제시된다면 이는 기존 이론틀을 비판,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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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가설 2’의 심층적 검토

‘피후견국의 상대적 군사력’ 변수와 ‘첨단무기 이전’ 변수 간의 

상관관계의 심층적 분석을 위해 추가적으로 ‘순서형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을 추정하였다. 해당 모형의 종속 변수는 ‘무기 미이전(0), 

비첨단무기 이전(1), 첨단무기 이전(2)’의 순서형 변수이다. 미국과 동맹 

조약을 체결한 국가, 동맹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를 구분하여 총 2

개의 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모형의 결과는 [표 A-1]과 같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동맹 

체결 국가군, 동맹 미체결 국가군 모두에서 ‘피후견국의 상대적 군사력’ 변수

는 99% 유의수준에서 비슷한 크기의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동맹 관계에 상관없이 곧 피후견국의 상대적 군사력이 강할수록 

첨단무기 이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더욱 명확히 확인된 것이다. 

‘피후견국의 상대적 군사력’ 변수 외에 분석 결과에서 주목할 만

한 부분은 ‘안보이익의 공통성’ 변수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확인된 

것이다. 이는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 결과일 수 있으나, 동맹 여부를 

통제함으로써 ‘안보이익의 공통성’ 변수가 충분히 고려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4장의 다항 로짓 분석 결과([표 4-7] 참조)에서 확

인한 바와 같이 ‘안보이익의 공통성’은 동맹 조약 체결 여부에는 강한 

영향력을 미치지만, 동맹 조약 체결 여부가 결정된 이후 첨단무기 이전

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제 변수들을 살펴보면, ‘피후견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동맹 미

체결 국가군에서만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미국

이 동맹국들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으며, 동맹 미체결 

국가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첨단무기를 이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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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0:무기 미이전, 1:비첨단무기 이전, 2:첨단무기 이전)

동맹 체결 국가군 동맹 미체결 국가군

안보이익의 

공통성

0.002

(0.351)

-0.422

(0.469)

피후견국의 

상대적 군사력

0.519


(0.040)

0.441


(0.042)

민주주의 수준
-0.004

(0.008)

-0.031


(0.008)

경제 수준 -0.427


(0.089)

0.368


(0.052)

핵 보유 여부 -0.718


(0.260)

0.147

(0.420)

핵 프로그램 

진행 여부

-0.538

(0.282)

-0.698


(0.288)

석유, 가스 

매장 여부

0.263


(0.113)

0.124

(0.119)

공산주의 국가 -16.404


(0.263)

-2.746


(0.332)

군사원조 예산 규모 0.019


(0.008)

0.043


(0.008)

교역 규모
7.853

(18.263)

430.123


(78.446)

지리적 근접도 -0.656


(0.275)

-12.296


(0.375)

/cut1
-6.555
(0.834)

2.298
(0.456)

/cut2
-4.518
(0.825)

4.076
(0.463)

관측수 1,737 2,955

log pseudolikelihood -1669.0961 -1589.7515

- 유의 수준: * < 0.05, ** < 0.01
- 괄호 안은 로버스트 표준오차

[표 A-1] ‘가설 2’의 경향성 확인(순서형 로짓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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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후견국의 경제 수준’은 동맹 국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음의 상관관계, 동맹 미체결 국가에 대해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미국은 동맹 내에서는 부유한 국가들에 대해 첨단무기를 이전하

지 않으며, 동맹이 아닌 국가들에 대해서는 부유할수록 첨단무기를 이전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미국이 동맹 내 국가들에 대해서는 동맹 조약만

으로 충분한 신호가 전달되었다고 생각하고, 동맹이 아닌 국가들에 대해

서는 경제적 목적으로 무기를 판매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경제력의 증가라는 변수가 전반적으로 높은 경제 수준을 갖

는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는 첨단무기의 자체생산능력 확장으로, 대체적으

로 낮은 경제 수준을 갖는 동맹 미체결국들에게는 첨단무기 구매력 상승

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피후견국의 핵무기 보유, 핵프로그램 진행 여부와 관련해서 미국

은 동맹 내 핵보유국에 대해서는 첨단무기를 이전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역시 미국이 동맹 조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도 비확산

을 위한 충분한 수준의 안보 지원을 행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편, 동맹 미체결 국가에 대해서는 핵프로그램 진행 중인 국가에 대해서

는 첨단무기를 이전할 가능성이 낮았다. 이는 재래식 안보 지원을 통해 

핵무기 생산 유인을 감소시킨다는 가설과는 반대로 첨단무기 이전을 제

한함으로써 비확산을 유도해내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피후견국의 석유, 가스 매장 여부’는 동맹 내의 국가들에 대해서

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피후견국의 공산주의 국가 여부’는 

동맹 여부와 관계 없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미국의 군사원조 예산 

규모’ 또한 동맹 관계와 상관없이 군사원조 예산이 높은 해에 더 많은 

첨단무기 이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피후견국과의 

교역 규모’ 측면에서는 동맹 미체결 국가들에 대해서만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 역시 동맹 조약이 갖는 충분한 안보효과 때문인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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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맹 조약’과 ‘첨단무기 이전’의 상호대체효과 확인

본 논문의 주된 관심사인 ‘동맹 조약 체결’ 정책과 ‘첨단무기 이전’ 

정책의 대체가능성(substitutability)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통계 모형을 

추정하였다. 먼저 ‘동맹 조약’이 ‘첨단무기 이전’에 대해 갖는 대체효과는 [표 

A-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A-2]는 [표 A-1]의 순서형 로짓 모형에 ‘동

맹 여부’ 변수를 통제 변수로 추가한 뒤, 전체 국가군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

과이다. 그 결과 ‘안보이익의 공통성’ 변수는 [표 4-7]에서 첨단무기 이전에 

대해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던 것과는 반대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동맹 여부를 통제한 결과임을 감안하면 동맹이 첨단무기 

이전을 충분히 대체하고 있음을 확증하는 결과이다. 동맹 여부가 통제된 

상태에서 안보이익의 공통성이 높을수록 첨단무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보이익 공통성이 높은 국가에 대해 첨단무기를 이전하는 대신 다

른 군사원조, 즉 동맹 조약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

적으로 미국은 안보이익 공통성이 높은 피후견국에 대해서 첨단무기를 

이전하는 대신 동맹 조약을 제공할 수 있다. 동맹 조약을 첨단무기 이전

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첨단무기 이전’이 ‘동맹 조약’에 대해 갖는 대체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로짓 모형을 추정하였다. 이 모형의 종속 변수는 동맹조약 

체결 여부(미체결 0, 체결 1)이며 통제 변수로 ‘첨단무기 이전’ 변수를 포함

하였다. [표 A-3]의 분석 결과를 보면 첨단무기 이전 변수가 반영되었음에

도 동맹 조약 체결에 대한 두 독립 변수의 상관관계와 통계적 유의미성은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이 동맹 조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때 

첨단무기 이전 여부가 미치는 영향력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시 말해 

‘첨단무기 이전’은 ‘동맹 조약’을 대체하는 효과가 미미함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동맹 조약은 첨단무기 이전을 대체할 수 

있으나, 첨단무기 이전은 동맹 조약 체결을 충분히 대체하지 못하는 것

으로 확인된다. 이는 무기 이전을 동맹 의무의 일환으로 분석하는 기존 

연구 입장의 타당성을 일정 부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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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속 변수(0:무기 미이전, 1:비첨단무기 이전, 2:첨단무기 이전)

전체 국가군

안보이익의 

공통성
-0.745



(0.254)

피후견국의 

상대적 군사력

0.459


(0.027)

민주주의 수준 -0.026


(0.006)

경제 수준 0.224


(0.042)

핵 보유 여부 -0.636


(0.235)

핵 프로그램 

진행 여부
-0.557



(0.196)

석유, 가스 

매장 여부
0.240



(0.080)

공산주의 국가 -2.894


(0.272)

군사원조 예산 규모 0.032


(0.006)

교역 규모
11.724

(17.419)

지리적 근접도 -0.946


(0.252)

동맹 여부 1.733


(0.149)

/cut1
0.758

(0.378)

/cut2
2.648

(0.380)

관측수 4,692

log pseudolikelihood -3333.15

- 유의 수준: * < 0.05, ** < 0.01
- 괄호 안은 로버스트 표준오차

[표 A-2] ‘동맹 조약’의 대체효과 확인(순서형 로짓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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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속 변수(0: 동맹 미체결, 1: 동맹 체결)

전체 국가군

안보이익의 

공통성

25.447


(1.839)

피후견국의 

상대적 군사력
0.705



(0.097)

민주주의 수준
0.040

(0.024)

경제 수준 -0.631


(0.223)

핵 보유 여부 2.117


(0.594)

핵 프로그램 

진행 여부

1.614


(0.388)

석유, 가스 

매장 여부
-0.849



(0.247)

공산주의 국가 -4.901


(0.941)

군사원조 예산 규모 0.062


(0.030)

교역 규모
66.529

(157.846)

지리적 근접도 4.064


(0.891)

첨단무기 이전 1.248


(0.157)

constant
0.725

(1.654)

관측수 4,692

log pseudolikelihood -248.0891

- 유의 수준: * < 0.05, ** < 0.01
- 괄호 안은 로버스트 표준오차

[표 A-3] ‘첨단무기 이전’의 대체효과 확인(로짓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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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military factors in patron-client 

relations on military assistance decision-making of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deliberately used 

"alliance pact" and "arms transfer" as a means of military 

assistance in order to deal with the patron's dilemma. Then, what 

could have influenced the decision-making of the United States in 

its military assistance policy? In particular, what is the effect of 

military factors in patron-client state relations? 

Specifically,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theoretical 

framework recently raised, 'the patron's dilemma,' regarding 

the research questions stated above. After generating two 

hypotheses with independent variables 'commonality of security 

interests' and 'client's relative military capability' respectively, 

generalization of the theoretical framework is tested by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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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 analysis method.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more 

'commonality of security interests' and 'client's relative military 

capability' increase, the more likely signing alliance pact and 

transferring advanced arms become. That is to say, while the 

prediction regarding 'commonality of security interests' proves the 

theory, that of 'client's relative capability' runs counter.  

Accordingly, this study focuses on the case of South 

Korea to test validity of the statistical analysis result. It is a 

comparative study of 'South Korea's attempts to acquire jet 

fighters' in the Nixon and Carter administration. Consequently, the 

Carter administration was more positive toward jet fighter 

transfers, which supports the statistical analysis. The causes of 

this tendency inferred are as follows: First, the United States 

intended to maintain superiority in the balance of power through 

advanced arms transfer. Second, the United States was concerned 

about South Korea's preemptive attack when being inferior to 

North Korea. Finally, 'the Soviet Union' factor is equally important 

to other factors in advanced arms transfer of the United States.

In conclusion, this study verifies that alliance pact can 

possibly substitute advanced arms transfer; however, the same is 

not true in reverse. It implies that the United States regards 

alliance pact as the most reliable policy of military assistance. 

Also, the military assistance of the United States tends to support 

'the strong,' not 'the weak,' which means that the United States‘ 

policies are based on 'reciprocity,' not 'charity.' The results 

demonstrate 'real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which suggests 

practical and political lessons to South Korea-United States 

relations. If South Korea want the United States to maintain 

credible alliance commitments, amicable relationship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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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is necessary, as well as its own strenuous efforts 

in military capability. In other words, South Korea should be 

conscious of the fact that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stands on 'reciprocity' and 'realism', and avoid excessive 

dependence on alliance. 

Keywords : military assistance, alliance pact, arms transfer,  

advanced arms, patron's dilemma, commonality of 

security interests, relative military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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