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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국방비는 국가방위라는 공공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국가의 안보확립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

이다. 따라서 적정 국방비의 확보는 국가전략차원에서 고려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율은 세계 평균이나 주요국의 비율에 비해서는 높은 편

이나, 정치적·지리적 특성을 고려하면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국외에서보다 늦은 2000년대에 들어서야 국내에서 국방비

다변수 결정 모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국방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해외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요인 등의 변수와 더불어 지역적 특성을 

변수로 국방비 지출 비율 결정요인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다른 조건이 같으면, “국방비 지출 비율은 지역적 특성

에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연구 문제로 설정하여 

인구밀도, 국경을 접하는 국가의 수, 국경의 길이 등의 요

인에 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모형을 활용해 분석을 수행했다.

이후 모형 결과를 해석하고 가설 검정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인구밀도와 국경을 접하는 국가의 수, 분쟁국 국경

의 길이는 국방비 지출 비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후 주변 주요 국가의 모형에서와 실제의 

국방비 지출 비율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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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방비 지출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계량적으로 파악하였다. 이 결과는 이후 적정 국방비 지출 

비율을 제시하거나, 혹은 병력 비율의 조정, 인구 분산의 

필요성 등의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
주요어: 국방비, 국방비 지출 비율, 지역적 특성,

다중회귀분석

학  번: 2019-2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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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방비란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유지하

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한다(국

방부 예산편성과, 2020). 국방비는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의 육, 해,

공군, 해병대 등의 소요경비로 사용되며 크게 전력운영비와 방위력 개선

비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전력운영비는 부대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편

제상의 인력, 장비, 물자, 시설 등을 정상 상태로 운용하는 데 필요한 비

용으로써 동일 대상에 대하여 주기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

다. 방위력개선비는 군사력 건설 및 유지에 소요되는 장비, 물자, 시설 

등의 최초 획득 또는 기존 장비의 성능개량 및 상태 유지, 노후교체를 

위해 투입되는 제비용을 의미한다.

국방비는 국가방위라는 공공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국방정책과 연계

된 각종 사업을 집행할 때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적정 규

모의 국방비는 각 나라가 처한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건

설하고 운영·유지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국가의 재정 부담능력을 고려하

여 편성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하 ‘국방비 비율’이라 한다)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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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비 투입에 대한 주요 지표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두루 사용되고 있

다. Smith(1977)는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전략적 역할을 분석하기 위하

여 세계 주요 15개 국가의 1954년, 1964년, 1974년 국방비 비율을 사용하

였다1). 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1949년부터 현재까지의 국가별 국방비 지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1949년부터의 GDP를 사용한 국방비 

비율 데이터도 포함하여 제공되고 있다.

그림 1은 대한민국의 지난 38년간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율을 

도식화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지난 38년간의 국방비 비율을 살펴보면 80

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이후 

소폭 증가하여 2010년대부터는 약 2.38%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2018년 국방비는 국내총생산 대비 2.38%, 정부 총지출 대비 10.06% 수준

이다.

1) Smith, R. P. (1977). Military expenditure and capitalism.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1), 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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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

세계적인 흐름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배경만을 살펴본다면 국방비의 

경우 국방정책의 산출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여

건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남북대치 상황으

로 인한 정치적 선호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우리나라 국방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유추할 수 있다. 표 1

은 우리나라의 연도별 국방비 현황이다. 70년대 초반은 미국 군사원조를 

바탕으로 군 운영비 유지에 급급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국민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중이 5% 이하에 머물렀으며 1970년대 후반기부터 1980년대 후

반기까지는 국방비 비중을 5% 이상으로 유지했으나 이후 하락하기 시작

하여 1990년대에는 3%대로 감소하였다. 또한, 제6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실소요에 의한 국방 분야 예산편성이 짜이면서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어

렵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다른 분야의 예산과 경쟁 관계에 따라 국방비

가 편성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배경들로 인해 국민소득의 지속

적인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국방비의 비중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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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연 도 국방비(억 원)
GDP 대비 

국방비(%)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국방비 

증가율(%)

1980 22,465 5.69 34.7 46.2

1981 26,979 5.47 33.6 20.1

1982 31,207 5.49 33.5 15.7

1983 32,741 4.85 31.4 4.9

1984 33,061 4.25 29.6 1.0

1985 36,892 4.23 29.4 11.6

1986 41,580 4.08 30.1 12.7

1987 47,454 3.95 29.6 14.1

1988 55,202 3.83 30.0 16.3

1989 60,148 3.68 27.3 9.0

1990 66,378 3.36 24.2 10.4

1991 74,764 3.13 23.8 12.6

1992 84,100 3.08 25.1 12.5

1993 92,154 2.97 24.2 9.6

1994 100,753 2.75 23.3 9.3

1995 110,744 2.58 21.3 9.9

1996 122,434 2.54 20.8 10.6

1997 137,865 2.60 20.7 12.6

1998 138,000 2.63 18.3 0.1

1999 137,490 2.38 16.4 0.4

2000 144,774 2.28 16.3 5.3

2001 153,884 2.24 15.5 6.3

2002 163,640 2.15 14.9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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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국방비 비율은 그 나라가 처한 안보위협의 정도와 비례하는 경

향이 있다. 프랑스, 영국, 일본, 독일 등 안보위협이 비교적 낮은 주요 국

가들의 국방비 비율은 약 1~2% 수준이지만 이스라엘, 이란, 이라크, 쿠

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과 같은 주요 분쟁국 및 대치국들은 국

내총생산의 3% 이상을 국방비로 부담하고 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국내총생산이 아닌 국민총생산을 사용

연 도 국방비(억 원)
GDP 대비 

국방비(%)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국방비 

증가율(%)

2003 175,148 2.16 14.8 7.0

2004 189,412 2.16 15.8 8.1

2005 211,026 2.29 15.6 11.4

2006 225,129 2.33 15.3 6.7

2007 244,972 2.35 15.7 8.8

2008 266,490 2.41 14.8 8.8

2009 289,803 2.52 14.2 8.7

2010 295,627 2.34 14.7 2.0

2011 314,031 2.36 15.0 6.2

2012 329,576 2.39 14.8 5.0

2013 344,970 2.41 14.3 4.7

2014 357,056 2.40 14.4 3.5

2015 375,550 2.40 14.3 5.2

2016 388,421 2.37 13.9 3.4

2017 403,347 2.33 14.2 3.8

2018 431,581 2.38 14.3 7.0

표 1. 연도별 대한민국 국방비 현황(국방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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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때부터 "GNP 6% 이상을 국방비로 쓰는 나라, 살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국방비의 비중은 그 나라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졌다. 실제 냉전 시대의 공산권 국가들은 

GNP의 10% 내외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관행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끝내 쇠퇴하였다.

데이터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

비 비율은 2017년 기준 2.33%로서 세계 평균인 1.99% 및 주요국의 비율

에 비해서는 높지만, 주요 분쟁국 및 대치국의 비율에 비해서는 낮은 수

준2)이다.

우리 안보 환경은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위협,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

적·비군사적 위협 등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

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방력 우위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동북아 주변국의 군사력 강화 동

향 속에서 남북한 현안을 자주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적정 수준의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

다양한 안보변수가 산재한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삶을 누

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걸맞은 국방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적정 국방비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7년도를 기준으로 전 세계 170개 국가의 국방비 

2) 국방부, 『2018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2019), 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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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비율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와 주변의 주요 국가의 국방비 지출 비율

과 비교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합리적인 국방비 지출 비율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국방비 지출 비율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로서 분석 단위는 

‘국가’로 2017년 기준 UN 회원국 총 193개국 중 170개국을 대상으로 하

였다.

종속변수로 활용한 국방비 및 국내총생산은 1999년부터 2017년까지 데

이터를 구득하였으나, 독립변수인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역적 요인 

데이터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2017년을 분석의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

였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와 시간적 범위를 맞추기 위하여 2017

년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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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제시

제 1 절 선행 연구의 검토

본 연구에서 국방비 지출 비율의 결정요인에 대하여 다루기 위하여 먼

저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국내의 국방비 관련 연구는 주로 시

대별로 국방비 지출이 어떠한 형태를 가지며 변화하였는지를 다루는 것

이 대부분이었다. 냉전시기를 거치며, 정권의 변화에 따라 국방비 지출의 

변화를 다루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목진휴(2001)는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방지출 변화의 추이”에서 국내

외의 안보환경의 변화가 한국의 국방지출 규모에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변화를 주었는지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30여년간의 국방지출 변화

를 분석하여 각 정부별 정책 의지의 실현이 국방 분야를 포함한 자원의 

선별적 분배로 나타난다고 결론지었다.

국방비 지출에 대한 단순한 양상을 다루는 것이 아니면 그 외에는 국방

비의 경제적 기여도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이다.

백재옥(2002)은 “국방부문의 경제적 역할 분석”에서 국방비 지출의 경

제성에 국한하지 않고, 국방비 지출에 의해 건설·유지되는 국방부문 전

체를 국가 경제의 한 부문으로 파악하여 경제적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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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하여 해당연도의 한국 국방비 및 지출구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

다.

이처럼 국내의 선행연구는 국방비의 총액, 증·감액 등이 경제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연구는 국방비가 원인이 되

어 경제에 정·부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결론만을 도출한다.

김세훈(2010)은 “동적패널데이터모델을 이용한 국방비와 경제성장의 

관계”에서 위협변수를 고려하여 국방비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연구하였

다. 단기적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국가적 위협이 높을 때의 국방

비 지출 증가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정량적이며 실증적인 방법론을 사용한 적정 국방비 지출 비율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정치·경제·사회·안보, 특히 지리적 요인

에 따른 적정 국방비 지출 비율을 다루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적정 국방비 소요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아래의 두 건의 연구를 포함하여 극소수에 불과하다. 정부 재정의 대부

분이 사회, 복지 및 경제 부분의 성장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

으며 국방비는 지속적으로 예산상 우선순위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3)이다.

이상목(2001)은 “국방비 결정요인의 이론적 쟁점과 일반화”에서 국방

비를 결정하는 경제적, 군사적, 국내외 정치적 요인은 무엇이며, 이를 설

3) 최서준. (2019). 세계 국방예산 결정요인의 실증적 분석. 대한산업공학회 춘계공동학술
대회 논문집, p 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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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 이론적 배경과 쟁점에 대해 다루었다. 그리고 군의 행태, 국민 안

보 의식, 군사동맹 등이 국방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신용도(2007)는 “한국 국방비의 결정요인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에서 시계열 분석을 이용한 계량모형을 사용하여 어떠한 구조적 요인이 

국방비 결정요인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국방비 지출이 

갖는 경제적 효과를 고용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두었

다. 이 연구에서 국방비 지출은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를 가

지고 있으며, 경제충격은 장기적으로 국방비 지출을 증대하는 효과를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지금까지의 국내의 국방비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국

외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외에서는 1960년대부터 국방비의 결정요인

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해왔다. Richardson(1960)의 “Arms race model”

은 국방비의 결정요인으로 국가 간 군비 확산 경쟁을 목적함수나 극대화 

문제를 통해 분석하지 않고 기술적 모형(descriptive model)으로 표현하

였다. 군비 확산 경쟁을 대치 중인 두 국가 간의 무기획득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나아가 Brito(1972)는 위 모델을 발전시켜 각국의 목적함수를 자국의 

총소비와 상대 국가의 무기 재고 대비 자국의 무기 재고의 증가함수로 

설정하였다. 국내총생산의 제약 아래서 목적함수를 극대화하는 총소비와 

신규 무기의 획득이 결정된다고 가정할 때, 군비 확산 경쟁이 목적함수

를 극대화하는 합리적 자원 배분 모형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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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eski와 Jones(1981)는 두 국가가 군비 확산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있

으며, 이 경우에는 Richardson의 ‘Arms race model’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 하였다. 실제의 12개 군비 지출 사례를 통해 위 모델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 국방비 다변수 결정 모델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

루어졌다.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지리 등의 변수를 복합적인 국방비 결

정요인으로 제시하기 시작하였으며 관점에 따라 국방비와 관련한 새로운 

결정요인들을 추가하거나 세부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Dunne과 Perlo-Freeman(2003)는 냉전 기간과 그 직후 기간의 국방비 

지출에 대한 수요를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변수 측면에서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군사적 부담(Military Burden)은 이웃 국가의 국방비 지출

과 내외부의 무력충돌에 영향이 있다. 또한, 민주주의와 인구수는 군사적 

부담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혔다.

Collier와 Hoeffler(2007)는 국방비 결정요인으로 이웃 국가의 국방비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원조를 설정하였다. 1960년부터 1999년까지의 데

이터를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가 이웃 국가 간의 국방비 경쟁

을 야기한다는 것을 연립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Albalate와 Bel, Elias(2012)는 정부 형태와 선거제도가 국방비 지출 결

정요인으로 작용함을 연구하였다. 1988년부터 2006까지의 157개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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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형태와 민주주의, 선거제도, 원내 정당이 

국방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Böhmelt와 Bove(2014)는 국가의 제도적, 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과거

의 국방비 지출이 미래의 국방비 지출을 예측하는데 설명력을 향상시키

는 것을 강조하였다.

DiGiuseppe(2015)는 재정적 요인인 국가신용도를 주요 변수로 사용하

였다. 신용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증가하는 국방 수요에 대응하여 국방비 

지출을 수월하게 늘릴 수 있으며, 정부의 수입이 감소할 때 국방비 지출

을 유지하는 데에 적은 정치적 비용이 소모된다고 분석하였다.

제 2 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앞서 기술한 선행연구 이외에도 2000년대 이후 국외에서는 국방비 다

변수 결정 모델에 관하여 다양한 변수를 도입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

다. 초·중기에는 안보, 경제, 사회적인 요인 위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최근에는 정치 상황과 같은 국가별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국방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을 더미 변수로 설정하여 활용한 연구 이외에는 국

내·외 모두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요인 등의 변수와 더불어 지역적 특



- 13 -

성을 변수로 도입하였다는 점에 차별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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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문제 및 가설 설정

제 1 절 연구 문제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국방비 지출 비율은 지역적 특성에 어떠한 영

향을 받을 것인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의 정치, 경제, 사회

적 특성 등의 다양한 변수는 국방비 지출에 각각 정 또는 부의 효과를 

야기하였다. 우선 선행연구의 독립변수를 참고하여 다양한 분야의 유의

미한 변수를 밝혀내고 이를 통제하였을 때 지역적 특성이 국방비 지출 

비율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제 2 절 가설 설정

연구 문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인구밀도가 높으면 국방비 지출 비율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

다. 왜냐하면, 적국이 같은 범위에 피해를 주는 무기체계를 사용할 경우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나 도시를 타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나 도시는 그렇지 않은 국가나 도시에 비하

여 방어체계를 도입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이는 국방비 지출에 정의 영향을 야기하며 이는 국방비 지출 비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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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국경을 접하는 국가의 수는 국방비 지출 비율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영토의 경계는 갈등을 야기했으며, 국

경에서는 각국의 국토 확장 욕구와 이를 저지하려는 힘의 충돌이 일어났

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는 잠재적인 적국의 가능

성을 지니고 있으며 상호 간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방비 

지출 비율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 분쟁이 있는 경우, 국경의 길이가 길어지면 국방비 지출 비율

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간 분쟁이 일어나면 다른 조건

이 동일할 때 국경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국경 경계에 더 많은 국방의 소

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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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의 틀

제 1 절 분석의 대상 및 범위

본 국방비 지출 비율 분석을 위한 시간적 범위는 가장 최근의 데이터

인 2017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전 세계 UN 회원국 총 193개국 중 데

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170개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래의 표 2에서와 

같이 2017년 기준으로 총 170개국으로 미주,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

아, 유럽의 5개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다.

대륙 국가명

미

주

남

아메리카

가이아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수리남, 아

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파라

과이, 페루

북

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중미,

카리브 

제도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바베

이도스, 벨리즈, 아이티,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자메

이카, 코스타리카, 쿠바, 트리니다드 토바고, 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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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 국가명

아

시

아

남아시아
네팔, 방글라데시, 부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인

도, 파키스탄

동아시아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캄보디아, 타

이, 필리핀

중동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

트, 예맨,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

르, 쿠웨이트, 터키

중앙

아시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

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

프

리

카

남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잠비크, 보츠와나, 스와질란드, 안도라, 잠

비아, 짐바브웨

동

아프리카

남수단, 모리셔스, 소말리아, 수단, 에리트레아, 에티

오피아, 우간다, 지부티, 케냐, 탄자니아

북

아프리카
리비아,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튀니지

서

아프리카

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말리, 모리타니, 베냉, 부르키나파소, 세

네갈, 시에라리온,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토고

중앙

아프리카

가봉, 르완다, 부룬디, 적도 기니, 중앙아프리카 공화

국, 차드, 카메룬, 콩고 공화국, 콩고 민주 공화국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파푸아 뉴기니, 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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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 자료의 변수 속성

선행연구에서 국방비 지출 결정요인으로 다룬 변수들은 크게 정치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안보적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각 변수는 아래

의 표 3과 같다. 이 변수 중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던 변수와 연구의 목적

에 부합하는 변수를 선정하여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대륙 국가명

유

럽

유럽연합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

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

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

티아,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

가리

비유럽

연합

노르웨이, 러시아, 마케도니아 공화국, 몬테네그로,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스위스,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알바니아, 우크라이

나, 조지아, 코소보

표 2. 분석대상 국가(17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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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지출의 비율을 종속변수로 설

정하였다. 종속변수인 국방비 지출 비율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2와 같

다. 국방비 지출 비율은 최소 0%부터 최대 약 24%정도까지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변 수 정 의

정치적 

특성

민주화 지수 -10(독재)~10(민주)의 지표

대통령제 더미 대통령제일 경우 1, 아닐 경우 0

다수결제 더미 다수결제일 경우 1, 아닐 경우 0

자유도 국가의 political & civil right 점수

사회·

경제적 

특성

ln(GDP per capita) 1인당 국내총생산의 로그값

ln(인구수) 인구수의 로그값

ln(수출입) 수출입량의 로그값

ln(GNP) 국민총생산의 로그값

aid/GDP 국내총생산 대비 원조비용 비율

GDP/World GDP 세계 대비 국가의 국내총생산 비율 

국가신용도 국가의 신용도

안보적 

특성

국가분쟁 더미
해당 연도에 25 사상자 이상을 유발한 

국내 분쟁이 있을 경우 1, 아닐 경우 0

Previous war 더미
과거의 일정 기간에 분쟁에 참여했으면 

1, 아닐 경우 0

국제분쟁 더미
해당 연도에 국제분쟁이 있으면 1, 아

닐 경우 0

동맹 더미
NATO와 같은 국제동맹에 포함되면 1,

아닐 경우 0
* 음영처리한 변수는 이번 연구에서도 사용함

표 3. 선행연구 국방비 지출 결정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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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

독립변수는 선행연구에서 설정한 국방비 지출 비율의 여러 결정요인을 

고려하여 포함하였으며, 추가로 지리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각 변수는 다음 표 4와 같다.

변수 및 특성 변수명 단위

종속변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지출의 비율
%

독립

변수
경제적 특성

1인당 GDP,

군인 1인당 국방비,

1인당 국방비,

총수출, 총수입

$/명

(천)$/명

$/명

(십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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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및 특성 변수명 단위

군사적 특성

육군병력 비율,

해군병력 비율,

공군병력 비율,

기타병력 비율,

비정규군병력 비율,

무기 수출, 무기 수입,

국외 분쟁,

국내 분쟁

%

%

%

%

%

(십억)$

더미

더미

인적 특성

병력수,

인구수,

노동 인구수,

수도 인구수

(천)명

(백만)명

(백만)명

(백만)명

정치적 특성

민주화 정도,

정치적 권리,

언론자유도,

평화지수

1~5

0~40

-2.2~1.7

1~4

지리적 특성

대륙,

국토면적,

국가 인구밀도,

국경의 길이,

인구수 대비 국경의 길이,

접하고 있는 국가 수,

바다 유무(더미),

수도인구집중도

더미

(천)ha

ha/(천)명

km

km/(백만)명

개

더미

%

표 4. 연구의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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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 방법과 연구모형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일 경우는 다중회귀 모형으로, 독립변수가 k개 있

는 다중회귀모형은 다음 수식 1과 같다.

 ⋯
수식 1. 독립변수가 k개인 다중회귀모형

여기서    ⋯  는 모집단의 회귀계수이며, 는 반응변수 
를 측정할 때 발생하는 오차이다.

회귀계수의 추정은 일반적으로 보통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OLS)를 활용한다. 잔차의 합이 최소가 되는 식은 유일하지 않

으므로 잔차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회귀식을 구하는 추정 방법으

로, 이를 통해 실제 관측치를 잘 나타내는 표본 회귀식을 구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추정된 OLS추정 회귀계수의 경우 불편성, 효율성, 일치성을 

두루 갖춘 최량선형불편추정량(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 BLUE)

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설명하는 값인 결정계수

(Coefficient of Determination)는 모형의 총 변동합(SST: Total Sum of

Squares)과 회귀식의 변동합인 SSR(Residual Sum of Squares)로 표현할 

수 있으며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결정계수 R2의 값이 1에 가까울수

록 모형의 적합도가 높다고 평가한다. 결정계수는 전체 변동값에 대한 

회귀 변동값의 비율로 정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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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2. 결정계수 R2

다중회귀분석의 경우 결정계수가 아니라 수정결정계수(Adjuste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을 사용하는데 이는 설명변수의 개수가 늘

어나면 SSE(Sum of Squares Error)가 감소하므로 설명변수가 증가하는

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수식 3. 수정결정계수(adjusted R2)

일반적으로 결정계수가 클수록 모형의 설명력과 적합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독립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더라도 설명변수가 

추가되면 결정계수가 높아지므로 다중회귀분석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과 

결정계수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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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분석 결과

제 1 절 결과 해석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R-Studio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다중선형회귀 모델은 다음과 같다.

  
 

* 종속변수

 :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지출의 비율

* 독립변수

1 : 비유럽연합 더미 2 : 중동 더미

3 : 민주화 정도 지수 4 : 총 병력수

5 : 노동 인구수 6 : 해군병력 비율

7 : 공군병력 비율 8 : 언론자유도

9 : 국토면적 10 : 국가 인구밀도

11 : 분쟁국의 국경길이

12 : 분쟁국의 인구수 대비 국경의 길이

13 : 접하고 있는 국가의 수 14 : 수도 인구수 로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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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수도인구집중도 로그값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변수 비표준화계수 Pr > |t|

Intercept 4.878E-02 0.014419

비유럽연합 더미 -1.732E-02 0.031862 *

중동 더미 2.253E-02 4.58E-07 ***

민주화 정도 지수 4.220E-03 1.46E-06 ***

총 병력수 1.003E-04 < 2.00E-16 ***

노동 인구수 -2.120E-04 3.13E-06 ***

해군병력 비율 1.397E-02 0.019211 *

공군병력 비율 1.536E-02 0.031103 *

언론자유도 4.027E-04 0.008753 **

국토면적 -2.004E-09 0.093763 .

국가 인구밀도 3.234E-02 0.000561 ***

분쟁국의 국경길이 2.763E-06 0.072446 .

분쟁국의 인구수 대비 국경의 길이 4.436E-05 0.000283 ***

접하고 있는 국가의 수 1.030E-04 0.000772 ***

수도 인구수 로그값 -2.959E-03 0.001464 **

수도인구집중도 로그값 5.011E-03 4.24E-05 ***

Signif. codes: 0 ‘***’ 0.001 ‘**’ 0.01 ‘*’ 0.05 ‘.’ 0.1 ‘ ’ 1

Adjusted R2: 0.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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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모형 결과 해석 및 가설 검정

2-1. 모형 결과 해석

국가가 속해있는 대륙 변수는 비유럽연합 더미와 중동 더미가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따르면 비유럽연합으로 분류되면 국방비 지

출 비율에 (-)에 영향을, 대륙이 중동에 속한 나라는 (+)의 영향을 미친

다. 비유럽연합에는 노르웨이, 러시아, 마케도니아 공화국, 세르비아, 스

위스 등의 국가가 있으며 이 중 러시아와 구소련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국방비 비율이 1.6%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Raăiu와 

Vasilean(2009)은 비유럽연합 국가가 유럽연합의 국가들에 의한 국방과 

군사 작전 부분에서 우호적이며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국방 부분에서의 편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중동에 속해있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이 

있으며 중동 국가의 국방비 평균은 약 5.3% 이상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

났다. 김귀근, 김수진(2018)은 이슬람 국가에 대한 전쟁이 군비 증가를 

야기했으며, 중동 국가의 국방비 지출을 증가시켰다고 하였다. 중동의 국

가인 예멘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전쟁이 발발했으며 이란에 대한 

군사태세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인 예로 들었다.

Durbin-Watson D: 2.261837

p-value: < 2.2E-16

표 5. 다중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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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정도 지수는 국방비 지출 비율에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민주화 정도 지수는 Freedom House와 World Bank Institute가 

매해 발표하는 점수를 활용하여 작성한 지수이다. Freedom House는 매

해 Freedom in the World report를 통하여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를 –3(최저)~40(최고)점으로 평가한다. World Bank Institute는 

“voice and accountability”를 –2.30(최저)~1.85(최고)까지의 점수로 평가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를 5분위수로 분류한 변수를 활용하였고 소수

점으로 나타난 중국과 같은 국가는 두 5분위에 걸쳐져 있으며 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결론적으로 민주화 정도 지수는 1(가장 민주적)부터 

5(가장 덜 민주적)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민주적일수록 국방비 지출 비율

에 (-)의 영향을 주며, 가장 덜 민주적일수록 국방비 지출비율에 (+)의 영

향을 준다.

민주정권이 비민주정권에 비해 국방비 지출이 적다는 이번 연구의 결

과를 뒷받침하는 주장을 각종 문헌에서 찾을 수 있다. 민주정권에서 정

치인들은 선거에서 승리하여야 하며, 정책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치인은 국방비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정책을 발의하기 힘들

다. 무엇보다 국방비 비율의 증대, 군사력의 사용에 대한 주장은 상대 정

당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4).

언론자유도(Press Freedom Index)는 국경없는 기자회가 매년 언론의 

4)  Fordham, B. O., & Walker, T. C. (2005). Kantian liberalism, regime type, and 
military resource allocation: Do democracies spend les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9(1), 141-157.
Clark, K., & James, K. (1999). Justice and positive and negative creativity. 
Creativity Research Journal, 12(4), 31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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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점수화하여 국가별 순위로 발표하는 자료이다. 5개 대륙의 표현

의 자유와 관련 있는 14개 기관과 전 세계 13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

여 작성하는 지수이다. 언론자유도 지수는 값이 작을수록 언론자유도가 

높으며 값이 클수록 언론자유도가 낮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언론자유

도의 값이 클수록 국방비 지출 비율에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Cossiga(2018)는 민주 정권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궁극적으로 사회적인 

인식을 높이며,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정책

이나 법률을 제정할 때 반영시키고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한

다고 하였다. 이는 민주화 정도 지수가 낮을수록(더 민주적일수록) 국방

비 지출 비율이 줄어드는 위 민주화 정도 지수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언

론자유도의 값과 국방비 지출 비율 사이에는 (+)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총 병력수와 해·공군의 병력 비율은 국방비 지출에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 병력수는 p<0.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해·공군의 병력 비율은 p<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통하여 육군의 병력 비율이나 기타 군의 병력 비율이 국방비 지출 비

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과 다르게 해·공군의 병력 비율이 국방비 지출 

비율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육군의 장비 대비 군용 

항공기나 선박 등의 도입과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드는 해·공군의 특성이 

모형에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패권국가인 미국의 국방

비 투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2014년 3월에 발표된 

QDR(Quadrennial Defense Review)에 따르면 미군 중 지상군, 특히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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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군구조 변화에서 중요한 삭감대상이 되었다. 반면 현대전의 핵심 

능력인 전력투사 능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해･공군력의 강화가 필수적5)

이라고 하였다. 미국의 2016년의 군사전략은 QDR을 적극 반영하여 구체

적 5가지 주요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이는 1) 아시아-태평양 재균형전

략, 2) 유럽, 중동에서 강력한 안보와 안정 유지, 3) 폭력적인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에 지구적으로 대응, 4) 주요 기술개발을 유지 및 발전, 5)

창조적 파트너십을 건설하기 위한 강력한 노력 등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신규 자산을 도입하였다.

• 합동전폭기 57대 ($10.6 billion)

• P-8 비행기 16대 ($3.4 billion)

• E-2D 비행기 5대 ($1.3 billion)

• KC-46 공중급유기($3.0 billion), 장거리 폭격 개발 ($1.2 billion)

• 전함 9척($11.6 billion)

• George Washington (CVN) 항공모함 ($678 million)

• Ohio급 대체 전략잠수함 개발 ($1.4 billion)

• 연안전투함 능력 향상 ($55 million)

• 사이버전력 향상 ($5.5 billion)

• 지상배치요격기 ($1.6 billion)

• 육군 헬리콥터 개선 ($4.5 billion)

• 무인정찰기 ($821 million)

5) Cordesman, A. H. (2014). The FY2015 Defense Budget and the QDR: Key 
Trends and Data Point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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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총 12건 중 10건이 해·공군에 국방비를 투자한 사업이며, 나머지 

2건 중 1건은 육군의 사업이지만 헬리콥터 개선 사업으로 역설적으로 항

공력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아래 표 6은 해당연도인 2016년도의 미군 각 

군별로 배정된 대통령 예산으로, 해·공군이 전체의 평균보다 높은 증가

율을 보였으며, 육군과 방위군의 배정예산의 증가율은 평균에 미치지 못

한 것을 알 수 있다6).

총 병력수와 반대로 노동 인구수는 국방비 지출 비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병력수가 같다고 가정하였을 때 노동 인구가 많을수

록 국내총생산이 늘고 이는 국방비 지출 비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추정하였다. Abbas와 Wizarat(2018)는 25년간의 남아시아의 노동력과 군

사비, 외채에 관하여 고정효과 패널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7).

이 연구의 결과에서 노동력과 국방비 지출이 위 추정과 마찬가지로 (-)의 

6) Harrison, T., & Daniels, S. P. (2016). Analysis of the FY 2017 defense budget. 
Rowman & Littlefield.

7) Abbas, S., & Wizarat, S. (2018). Military expenditure and external debt in 
South Asia: A panel data analysis. Peace Economics, Peace Science and 
Public Policy, 24(3).

각 군별 2015년 2016년 전년대비 증가율

육 군 119.5 126.5 +5.86%

해 군 149.2 161.0 +7.91%

공 군 136.9 152.9 +11.7%

방위군 90.6 94.0 +3.76%

합 계 496.1 534.3 +7.70%

표 6. 2016년도 각 군별 대통령 예산 (단위: 1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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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를 가짐을 보였다.

지역적 특성 변수 중 국토면적이 국방비 지출 비율에 (-)의 영향을 주

었다. Alesina와 Splolaore(1997)는 국방비 지출과 국가의 면적에 대하여 

논하였다8). 국가의 면적과 더불어 늘어나는 공공재가 바로 안보이며, 일

정 규모의 경제에서 작은 면적의 국가가 큰 면적의 국가보다 비례적으로 

국방비를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국토면적은 

국방비 지출 비율에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확률이 

0.1이므로 작은 유의수준에서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다만 국토면

적은 관련 연구에 따라서 국방비 지출의 증가보다 국내총생산의 증가와 

같이 다른 부분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최근 국경안보(border securit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

가의 영토, 영공, 영해를 보호하고, 국경 주변 위협을 억제하며, 모든 진

입지대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포함”한다9). 17세기경 자국의 영토에서 

주권을 행사하며 타국의 영토를 정복하여 자본을 확보하는 영토국가의 

개념에서 이미 국경은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19세기의 식민지 경쟁에서 

국경은 국가의 편익개념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국경이 국가 간

의 경계 뿐만 아니라 국가와 비국가, 즉 테러단체와 같은 또 다른 위험

세력과의 분쟁을 관리해야하는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8) Alesina, A., & Spolaore, E. (1997). On the number and size of nation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4), 1027-1056.

9) Rick Ozzie Nelson. (2010). Border Security in a Time of Transformation: Two 
International Case Studies - Poland and India. A Report of the CSIS 
Homeland Security & Counterterrorism Program, Europe Program, and South 
Asia Progra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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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동시에 국경은 장벽이 아닌 다리의 역할도 하고 있다. 무역을 통

한 수익을 얻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국경지역의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하

여 비국가 세력의 유입을 막는 등의 공동협의체가 구성되는 장소의 개념

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결국 국경은 분쟁을 일으키는 근원이 아니라 전략적·정치적 이해와 판

단에 따라 전장이 될 수도 있고 시장이 될 수도 있다10).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 국가의 국력과 정책, 국경지대의 지리·정치·경제적 특성에 따

라 국가는 협력을 증진시키거나, 다른 국경에서는 무력 충돌을 벌일 수

도 있고, 과거 충돌의 현장이었던 국경에서 현재 경협을 이루어낼 수도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국경에 대한 변수는 분쟁국의 국경의 길이와 분쟁국의 인

구수 대비 국경의 길이가 적용되었고, 이는 모형에서 국방비 지출 비율

에 (+)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국경의 협력과 

분쟁의 양면성 중 분쟁중인 국가에서는 국경이 경제적이나 안보 측면에

서 편익을 가져다 주는 대상이라기 보다는 전장으로서, 국방비 지출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수도 인구수 로그값은 지역적 특성 변수 국방비 지출 비율에 (-)의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수의 값이 큰 국가는 중국, 일본, 러시

아, 대한민국 등이 해당되었다. 인구의 비율이 아닌 인구수를 기반으로 

한 변수이기 때문에 국가의 인구수가 많거나 수도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

10) 현승수. (2017). 주변국 국경안보: 이론과 실제.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17-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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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국가가 주로 상위에 위치하였다. 인구수와 수도의 발달은 보편

적으로 그 나라와 관련된 경제, 기술, 발전 등의 거의 모든 국력의 강함

과 관련 있는 분야에 영향을 준다. 해당 변수의 값이 큰 상위권 국가의 

실제 국방비 지출 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인구수와 수도의 발달이 국

방비보다 그 이외의 분야에 더 크게 (+)의 영향을 가져온 것으로 추정한

다.

국가 인구밀도는 (+)의 영향을 주었는데, 나미비아, 리비아, 러시아, 오

만, 콩고 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남수단, 알제리 등의 국가가 국가 인구

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서술한 국가는 대부분 아프리카나 중동에 속하여

있으며 국방비 지출 비율도 높게 관측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계수

의 크기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수도인구집중도의 로그값도 국가 인구밀도와 같이 (+)의 영향을 주었

는데, 대표적인 국가가 싱가폴, 카타르, 지부티, 쿠웨이트, 콩고 공화국,

아르메니아가 있다. 이 국가의 국방비 지출 비율의 평균은 4.1%에 달한

다. 앞서 설명한 국가 인구밀도와 수도인구집중도 두 변수는 적국 공격

의 기회비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같은 면적에 피해를 주는 공격을 적국

이 가한다고 가정하면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국가나 수도에 공

격이 가해졌을 때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높은 인

구밀도는 더 많은 국방비 투자를 유발하며 이는 국방비 지출 비율의 증

가로 나타난다.

인구밀도와 관련하여 Romer(2014)는 도시화는 노동자간의 거리가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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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며 더 쉽고 잦은 접촉을 일으켜 높은 소득과 경제성장을 가져온다고 

하였다11). 또한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빠르게 전파되어 생

산성 향상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반면 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량살상무기

로 인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

다. 제2차 세계대전당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

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바로 그 예이다. 집적의 효과는 편익을 

발생시키지만 동시에 적국의 입장에서 편익이라 할 수 있는 단위 공격당 

사상자와 재산상의 피해에서도 (+)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접경국의 수는 국방비 지출 비율에 (+)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

인 해당 국가는 러시아, 말리, 사우디아라비아, 니제르, 알제리, 수단, 이

란, 우크라이나가 있다. 접경하는 국가가 많으면서 국방비 지출 비율이 

높은 나라는 구소련 소속 국가였거나 중동, 아프리카가 주로 이에 해당

한다. 국경을 맞대는 것은 물론 교역대상 국가가 많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잠재적인 적국의 수도 늘어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동

이나 아프리카처럼 분쟁이 잦은 지역이거나 러시아-우크라이나처럼 군사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경제적인 이득보다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는 요

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로 Goldsmith(2007)는 120개 국가의 1991년의 데

이터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한 국가와 이웃국가의 군사적 

부담(Military Burden)과 국방비 지출 비율이 (+)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Skogstad(2016)는 1993부터 2008년까지의 124개국에 공간

가중행렬을 연구하여 주변 국가의 국방비 지출 부담이 (+)의 상관되어 

11) Fuller, B., & Romer, P. (2014). Urbanization as opportunity. The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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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증명하였다. 그는 또한 이 연구에서 국가의 지역적 위치가 국방

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국

방비 지출 비율이 지역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이 연구의 

연구문제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지역적 위치가 국방비에 영

향을 주는 이유는 예를 들어, 더 가까운 동맹이 더 빠르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상대적인 위치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과 같은 강국의 경우처럼 신속하게 전력을 투사할 수 있다

면, 공간적이며 위치적인 고려는 덜 중요하다고 하였다.

2-2. 가설 검정

연구 문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가설 3가지는 다음과 

같다.

가설 1. 인구밀도가 높으면 국방비 지출 비율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

다. 왜냐하면, 같은 범위에 피해를 입히는 무기체계로 피해를 줄 때 인구

밀도가 높은 경우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가설 2. 국경을 접하는 국가의 수는 국방비 지출 비율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접경국은 잠재적 적국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

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가설 3. 분쟁이 있는 경우, 국경의 길이가 길어지면 국방비 지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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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간 분쟁이 일어나면 다른 조건

이 동일할 때 국경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국경 경계에 더 많은 국방의 소

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설 1번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 인구밀도, 수도인구집중도 로그값을 

모형에서 변수로 사용하였다. 국가 인구밀도는 국토면적을 국민 수로 나

누어 계산하였으며, 수도인구집중도 로그값은 수도 인구수를 국민 수로 

나누어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두 변수 모두 0.001의 유의확률을 가지고 

있어 매우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계수의 크기도 모형에 주로 영향을 

주는 변수로 이용될 만큼 크게 나타났다. 즉, 가설 1번이 성립함을 모형

을 실제 데이터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가설 2번은 접경 국가에 관한 것이다. 접경 국가가 많은 것은 교역을 

통하여 경제 부분에서 가치가 있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접경국의 수는 

국방비 지출 비율에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접경을 통하여 얻

어지는 경제적인 이득보다는 국방비 지출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유의확률은 0.001로 나왔다. 따라서 가설 2번은 높은 신

뢰수준에서 성립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설 3번은 국경의 길이에 관한 가설이다. 가설은 분쟁국일 경우에 국

경의 길이가 길수록 국방비 지출 비율에 (+)의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정

하였다. 모형에서는 분쟁국의 국경의 길이, 분쟁국의 인구수 대비 국경의 

길이가 변수로 사용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경의 길이는 

가설에서 설정한대로 국방비 지출 비율에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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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유의확률은 분쟁국의 국경길이가 0.1, 분쟁국의 인구수 대비 국

경의 길이가 0.001의 결과를 보였다. 분쟁국의 국경길이는 높은 유의수준

에서만 유의하며, 그에 비해 분쟁국의 인구수 대비 국경의 길이는 낮은 

유의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말할 수 있다.

가설 3은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분쟁국의 국경의 길이가 국방비 지출 

비율에 (+)의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중 특히, 분쟁국의 인구수 

대비 국경의 길이는 99.9% 신뢰수준에서 국방비 지출 비율에 (+)의 영향

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제 3 절 모형과 실측치 비교

국방비 지출 비율 다중회귀모형에 독립변수의 관측치를 입력하여 모형

의 결과값과 실제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 비율을 비교하였다. 모형의 

결과값은 다음의 표 7과 같이 5.81%로 실제의 비율인 2.57%에 비하여 

크게 나타났다. 모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은 실제 요구량에 

비하여 적으며, 국내·외의 지리적, 경제적 특징을 고려한 적정수준의 군

사력 확보를 위하여는 국방비 지출을 높여야 한다.

대한민국

변수 비표준화계수 입력값

Intercept 4.878E-02

비유럽연합 더미 -1.732E-02 0

중동 더미 2.253E-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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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국방비 지출 비율 모형을 통한 결과값과 실측

치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대한민국

변수 비표준화계수 입력값

민주화 정도 지수 4.220E-03 1

총 병력수 1.003E-04 640

노동 인구수 -2.120E-04 28

해군병력 비율 1.397E-02 0.10938

공군병력 비율 1.536E-02 0.10156

언론자유도 4.027E-04 0.73984

국토면적 -2.004E-09 100210

국가 인구밀도 3.234E-02 0.00196

분쟁국의 국경길이 2.763E-06 0

분쟁국의 인구수 대비 국경의 길이 4.436E-05 0

접하고 있는 국가의 수 1.030E-04 1

수도 인구수 로그값 -2.959E-03 16.10185

수도인구집중도 로그값 5.011E-03 -1.64940

모형의 결과값 5.81%

실측치 2.57%

표 7. 대한민국의 국방비 지출 비율 모형과 실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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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북한 러시아 미국

모형의 결과값 5.81% 13.33% 3.61% 6.77%

실측치 2.57% 23.97% 4.21% 3.30%

차이 -3.24% 10.64% 0.60% -3.47%

이스라엘 일본 중국

모형의 결과값 4.51% 0.75% 1.10%

실측치 4.73% 0.93% 1.82%

차이 0.22% 0.18% 0.72%

표 8. 주요국가의 국방비 지출 비율 모형과 실측치 비교

우리나라와 주변의 주요 국가의 국방비 지출 비율 모형의 결과값과 실

측치의 차이는 평균 0.81%로, 일반적으로 국가의 실제 국방비 지출 비율

이 모형의 결과값의 국방비 지출 비율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와 미국은 실측치보다 모형의 결과값이 더 크게 나타났다.

북한, 러시아, 이스라엘, 일본, 중국은 실제 국방비 지출 비율이 모형의 

국방비 지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북한의 실제 국방비 지출 비

율은 23.97%에 달하였는데 북한의 정치적, 체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서

도 10% 이상의 국방비 지출 비율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임을 알 수 있었

다.

일본과 이스라엘은 지역적 특성이 모형에 반영되어 실측치와 모형의 

결과값의 차이가 굉장히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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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 1 절 주요 연구 결과 및 정책적 함의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국방예산 결정 모델 관련 연구들을 토대로 지역

적 특성을 고려한 국방비 지출 비율 결정요인에 관하여 분석을 수행했

다. 국토의 면적, 인구밀도, 수도 인구밀도 등의 변수들은 기존의 연구에

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요소이며 이로 인해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차별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전 세계의 국가를 대상으로 2017년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

로 분석을 수행했다.

독립변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국방비 결정요인 관련 연구들을 

참고하여 변수를 도입하였다. 국내의 국방비 관련 연구는 대체로 국방비 

자체에 관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국방비의 총액이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야 적정 국방비 소요에 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부분의 독

립변수를 국외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해당 선행연구를 종

합한 결과 국방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정치적 특성, 사회·

경제적 특성, 안보적 특성으로 나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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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이번 연구의 독립변수는 크게 경제적 특성, 군사적 특성,

인적 특성, 정치적 특성, 지리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구득하였다. 경제적 

특성은 GDP 관련 변수, 국방비 관련 변수, 수출입액이 있으며 군사적 

특성은 각 군의 병력 비율, 무기의 수출입액, 국내외의 분쟁이 있다. 인

적 특성으로 인구수, 병력수, 노동 인구수, 수도 인구수가 있으며 정치적 

요인은 민주화 정도, 정치적 권리, 언론자유도, 평화지수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리적 요인은 국가가 위치한 대륙과 바다의 유무를 더미 변

수로 설정하였고 국토면적, 국가 인구밀도, 국경길이, 인구수 대비 국경

길이, GDP 대비 국경길이, 인접국가 수, 수도인구집중도를 독립변수에 

포함시켰다.

종속변수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의 비율로 본 연구에서는 미 국무

부의 데이터에서 전 세계의 국내총생산액, 국방비를 구하였다. 가장 최신

의 데이터인 2017년도 단년도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액으로 나누어 종속

변수로 활용하였다.

각각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을 수행하였고 15가지 변수가 모형에

서 사용되었다. 결과적으로 3가지의 연구 가설 모두 성립하는 것으로 나

타났며, 가설 1은 국가와 수도의 인구밀도/집중도가 국방비 지출 비율에 

(+)의 영향을 주며, 가설 2을 통하여 접경국의 수는 국방비 지출 비율에 

(+)의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가설 3을 검증하며 국가간 분쟁중인 국가

의 국경의 길이가 국방비 지출 비율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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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방비 지출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계량적으

로 파악하였다. 이 결과는 이후 적정 국방비 지출 비율을 제시하거나, 혹

은 병력 비율의 조정, 인구 분산의 필요성 등의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를 진행하며 약 19년간의 국방비 관련 자료는 확보하였으나 그 

이외의 변수인 국가별 수도 인구수, 국가 내·외의 분쟁 여부와 같은 데

이터는 자료수집의 제한 등으로 연도별로 확보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든 데이터를 구비한 2017년도 단년도의 국방비와 기타 데이터

를 활용하여 특정 시점의 횡단면적 분석이 갖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

지만, 193개 UN 회원국의 약 90%에 해당하는 충분한 표본을 사용하였

다. 국방비 지출 비율을 전 세계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여러 영향변

수를 적용하여 회귀모형을 작성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회귀

모형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 대비 그동안 상당히 낮은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국방비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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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Military
Expenditure Ratio

- Focusing on regional characteristics -

KIM, Byung Woo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Urban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is an expenditure for
national defense. It is an essential el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security. Therefore, proper
defense costs should be considered at the national
strategic level. The ratio of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to gross domestic product in South
Korea is higher than the global average or that of
major countries. However, the debate continues
over whether the ratio of South Korea’s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is appropriate considering its
political an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In the 2000s, research has been underway on defense
expenditure Multivariate Demand Model. But, there
is no study on the determining factors of defense
expenditure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s the determinant of
the ratio of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as a
variable of region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o
variables such as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security factors that were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I set "How will the ratio of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be affected by regional characteristics?"
as a research issue if other characteristics are the
same. The hypothesis was established regarding
factors such as population density, number of
countries bordering the border, and length of the
border.

To estimate the effect of each independent variable
on the dependent variable quantitatively, a multiple
regression model was used to analyze it. Then I
interpreted the model results and conducted a
hypothesis test. This showed that population
density, the number of countries bordering on the
border, and the length of the borders of the
disputed countries have a positive effects on the
ratio of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Subsequently,
I compared the actual ratio of national defense in
several major neighboring countries with the ratio
of national defense in the models.

This study quantitatively identified factors that affect
the ratio of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a basis for providing an
appropriate ratio of defense expenditure, or for
adjusting the proportion of troops or for the need
for population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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