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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 불리며 북한과 첨예한 군사적 대

립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주변으로는 지정학적으로 다국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이러한 여러 위협에 대

비하기 위해 상당한 국방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게 있어 국방예산

은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역사적 상황을 비추어 보

건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며 정부의 재정 내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얻고 있는 만큼 그 이해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의 국방예산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

들이 있는지 살펴보는데 집중한다. 이때, 종속변수인 국방예산의 변화는

전력유지비의 변화, 방위력개선비의 변화로 세분하여 살펴본다.

독립변수는 크게 안보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한다. 안보적 요

인은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다양한 변수들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변수들을 찾기 위해 국방예

산관련 이론에서부터 실증적으로 수행된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보았고 최

종적으로 북한의 국지도발 여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여부, 남북 간의

국방예산의 차이를 변수로 모형을 구성하였다.

사회적 요인을 구성하는 독립변수로는 대통령의 정치성향, 국회 다수

당의 정치성향, 정부 재정 내의 복지예산의 비중, 남북통합지수가 사용되

었다. 이 중 복지예산은 내생적 변수로 이를 통제하기 위해 2stage least

squares모형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의 결과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

다. 먼저 전력운영비는 사회적 요인의 국내 정치성향을 설명하는 변수

중 대통령의 정치성향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회

귀계수는 –0.74이고 이는 5%의 신뢰수준하에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보

여주었는데 이는 대통령의 성향이 보수일 경우 보다 진보적일 경우 정부

의 재정에서 전력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0.74% 줄어든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반면 국방예산을 설명하기 위해 내세웠던 나머지 안보적 요인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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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인은 통계적으로 그 유의미성을 찾을 수 없었다. 이는 연구자로서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했던 연구가설들을 통계적으

로 그 가능성을 뒷받침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 눈여겨 볼 지점은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이 전력운영비에는

반응하였지만 방위력개선비에는 반응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대통령

의 보수적 성향으로 전력운영비의 비중이 높아질 수는 있으나 실제 전투

력의 증강을 야기시키는 방위력개선비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전력운영비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부대 훈련비용이나 시설물 유

지 등 상대적으로 단기간 가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비용들이다. 반면

방위력개선비는 무기체계 개발이나 구매 등 비교적 장기간의 계획을 바

탕으로 움직이며 쉽게 변화하기 힘든 비용이다. 따라서 단기간의 정치적

변화가 방위력개선비에 영향을 주기는 힘든 것으로 보여지며 진보적 대

통령이 집권하였더라도 방위력개선비에 대해서는 소극적 입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국방예산의 경직성이 실제로 확인되었다.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

선비 모두 공통적으로 전년도 예산은 다음연도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예산은 두 개의 종속변수와 모두 양의 관계를 나

타내고 있어 연구 설계 당시 고려하였던 예산의 점증적, 점감적 행태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어찌보면 현대의 관료제하에

나타나는 예산과정의 비합리적 현상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한 번 형성된

예산은 일종의 관성을 가지고 큰 변화를 허용하지 않으며 다음해에 새롭

게 편성된다. 예산의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제로 필요한 상황에

따라 예산이 변화될 수 없고 관습처럼 이어지는 것이다.

주요어 : 국방예산, 전력유지비, 방위력개선비, 군비경쟁, 점증적 예산

학 번 : 2020-2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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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은 6·25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북한과 첨예한 군사적 대립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잠재적 안보위협에도 노출되어 왔다.

국방백서(2018)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영토, 종교, 인종 등과 같은 전통적

갈등 요인으로 인한 안보위협이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가 속한 한반도 주

변으로도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과 러시아

또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해·공군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경쟁적

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주변국가들의 군사적 위협을 포

함한 여러 잠재적 위협에 적절한 대응력을 갖추기 위하여 국방분야에 상

당히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그 지출액을 늘려가고 있다. 최

근 5년 간 국방예산의 증가율은 직전년도와 비교해 적게는 3.6%에서 많

게는 8.2%에 이르며 이는 연평균 7%에 이르는 수준이다.(기획재정부,

2020)

하지만 정부의 자원은 언제나 한정적이므로 특정분야에 지나치게 많

은 예산의 비중을 할애할 수는 없다. 대외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 1997년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었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하여 세계의 경제 상황이 급격히 냉각됨에

따라 다시 한번 경제적 타격을 받아야 했다. 2020년에 들어서는 세계적

인 COVID-19의 확산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충격과 변화

의 바람이 불어왔다. 세계 각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정부의 재정적자 폭

을 늘리면서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 되었으며 이

전과 같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일시적으로 제한되었다. OECD는 사회

적 격리조치가 1개월 지연될 때마다 GDP 성장률은 2%씩 감소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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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내놓았고 실제 국민들이 겪게되는 불편 또한 증가하게 되었

다.(주병기, 2020) 그뿐인가, 점점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

며 노령화 지수가 2017년에는 100을 넘어섰다.(통계청, 2021) 이제는 노

인들의 다양한 복지문제 뿐만 아니라 치열해진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청

년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이렇듯 복잡한 상황에서 정부

는 안보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을 고려하게

되고 정부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고심하게 된다.

한국은 2020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해에 사용되는 정부의 지출이

500조원을 넘어섰다. COVID-19으로 파급되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성된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더한다면 모두 550조가 넘는 규모

로서 전년 대비 증가율은 18%를 넘어서게 된다.(기획재정부, 2020) 근래

에 보기 힘든 급격한 재정확대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재정확대는 상당

부분 정부 채무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2020년 10월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는 약 846조원 수준으로 GDP 대비 43.9%에 해당하는 수치이

다.(기획재정부, 2020) 일각에서는 아직 여러 선진국들이나 OECD국가들

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부채비율이기 때문에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측에서는 채무의 증가 속도와 향후 한국의 인구문제

및 경제성장의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진지하게 고민해봐야할 단계에 온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헤럴드 경제, 2020) 결국 정부는 한반도에 항시

존재하였던 군사적인 안보위협과 동시에 국내·외적으로 당면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으며 이것

들은 모두 한정적인 자원으로 풀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국방예산이 한국의 재정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분야의 예산

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결코 적지 않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이

었던 80년대 말까지는 정부의 재정 대비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많게

는 37%, 적게는 20% 수준이었다.1) 98년도를 기점으로 정부 재정 대비

국방비는 20% 밑으로 내려왔고 현재는 13∼14%대를(GDP 대비 2%중

1) 본예산 일반회계를 기준으로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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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유지하고 있다.(국방부, 2020)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 기능의 예

산보다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큰 금액이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한

국방예산은 약 50조원이며 2024년에는 이 규모가 60조원에 다다를 것으

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 재정 내에서 복지, 행정, 교육분야에 이어 4번째

로 많은 수준이다.(기획재정부, 2020)

국민들의 국방예산에 대한 관심도 또한 적지 않다. 부실한 군 급식으

로 인하여 국방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의심을 사기도 하고

(KBS 뉴스, 2021) COVID-19 재난지원금으로 인하여 국방예산이 부당

하게 삭감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기도 한다.(양연호. 2021)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현역 병력들이 감소하고 보다 발전된 무기체계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데, 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보이기도 한

다.(김태훈, 2021)

이처럼 한국에게 있어 국방예산은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역사적 상황을 비추어 보건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필수불가결

한 비용이며 정부의 재정 내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국민들의 관심

을 얻고 있는 만큼 그 이해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국방예산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형태의 연구가 진행되었

다. 크게 구분해 보자면, 첫째, 국방예산은 어떠한 요인으로 결정되고 변

화하는지 살펴보는 연구. 둘째, 국방예산은 다른 분야의 예산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알아보는 연구. 셋째, 적정 국방예산의 기준은 어느선인지

논의하는 연구로 요약해볼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하는 유형의 논의를 좀 더 발전시켜보고자 한다. 특히나 지금과 같

이 예산결정 과정에 있어 다양한 요소들이 개입되고 한정된 정부예산의

테두리 내에서 각 분야의 재원이 정해지는 상황에서 국방예산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예산

편성 결과가 합리적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세 번째 유형의 연구인 적정 국방비 산출에 대한 기초연구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많은 연구들은 당위성에 기초하여

적정 국방비의 수준을 논하였지만 국방예산을 변화시키는 요인을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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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타 부문 예산과의 관계까지 고려한 새로운 시각에서 적정선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이필중, 1997. 김영산, 2013. 윤상호, 2013)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OECD에 포

함된 다수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례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

다. 이러한 연구들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략적인 경향을 설명하기에는

적합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집어내기에는 제한점이 존

재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동등선상에서 비교하

기 힘든 독특한 안보환경에 놓여있다. 현재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으며 전쟁을 잠시 중단한 상황에서 비롯되는 한반도 내의 군사적

긴장감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될 수 없는 한국의 특수성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한 발자국 벗어난 동북아에서는 세계 열강들이 다양

한 국제적 이해관계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렌즈의 초점을 국내

로 돌려 한국의 국방예산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반성보다

는 정확성에 무게를 두고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때 국방예산의 성격을 구분하여 연구하는 것 또한 의미있는 지점이

될 수 있다. 국방예산은 자국의 군사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예산과 현존

하는 군사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나뉘는데, 전자를 방

위력개선비, 후자를 전력유지비라 부른다. 예컨대 방위력개선비는 전투기

를 구매하는 예산이 될 수 있고 전력유지비는 병력들의 훈련이나 급식

예산이 될 수 있다. 이 둘 예산은 각각 방위사업청, 국방부에서 별도로

편성하게 되는데 2020년도 국방예산을 기준으로 각각 전체 국방예산의

34%, 66%정도를 차지한다.(국방부, 2020) 같은 국방예산이지만 편성주체

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예산이 변화하

는 정도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 부분

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 두 가지 성격의 예산을 구분하

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국방예산의 변화를 살펴볼 때 그 결과 뿐만 아니라 과정에도 관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예산은 실제로 집행하는 행정부에서

편성하여 대통령의 승인 후 국회에서 심의·확정되는 절차를 따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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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만약 국방예산에 변화가 생겼다면 그 원인을 정부의 편성과정에서

찾을 수도 있고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찾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특정한

요인이 정부의 의지에 영향을 준 것인지 아니면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의

원들의 의지에 영향을 준 것인지 구분해보는 것은 다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이다.

2) 헌법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32조(예산안의 편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

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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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의 국방예산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

들이 있는지 살펴보는데 집중한다. 이때, 국방예산의 변화를 전력유지비

의 변화, 방위력개선비의 변화로 세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국방예산을 이해하는데 어떠한 논리가 사용해왔

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선행연구들을 탐색해야 할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 활용될 의미있는 독

립변수를 찾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이론적 논의는 크

게 일반적인 정부예산과 국방예산에 대한 내용을 나눠서 살펴보고 추가

로 국방예산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접근한 이론들까지 살펴보겠다. 이

는 현시점에서 국방예산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후에는 실질적인 연구의 분석틀을 통해 이후 제기될 연구문제와 가

정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방예산의 범위는 국방

부와 방위사업청에서 편성하는 일반회계의 국방분야의 예산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며 병무청 소관의 예산이나 기타 국가의 치안유지를 위해 필요

한 예산은 제외하겠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변수는 크게 안보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할 것이다. 그동안 국방예산을 설명하기 위

해 가장 전통적으로 여겨졌던 요인은 안보적 요인이다. 따라서 이와 관

련된 요인이 한국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에 제기된 다양한 경제·사회적 요인들에 대해서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분석방법으로는 연립방정식으로 이들의 관계를 정립한 뒤 다중회

귀분석을 활용하겠다.

연구 대상의 시간적 범위는 1986년부터 2018년까지이다. 이는 본 연구

에서 대상으로 삼고자하는 변수들의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최대치를 기준

으로 한 것이다. 대부분의 자료는 국방부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정부 발

표 데이터와 SIPRI, NTI와 같은 연구소에서 집계한 통계자료 등의 2차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 7 -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배경/논의

1. 정부의 예산과정

1) 총체주의(합리주의)

정부의 재정을 배분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논의는 총체주의와 점

증주의에 대한 논의로 대별된다. 총체주의에서는 예산 배분 문제를 경제

학에 기초하여 접근하고 해결한다. 대표적으로 비용편익 분석처럼 경제

적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이 이에

속한다.(이상봉, 2008) 1940년 V. O Key, Jr.는 과거 예산의 분배는 특정

한 기준이 있다기 보다 관료들의 막연한 판단에 의존해왔다는 것을 지적

하였다. 어떠한 종류의 힘이 예산결정에 작용하여 최종적인 예산을 만들

어내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심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경

제적 효율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V. O Key,

Jr. 1940) 이러한 총체주의에는 예산과정의 복잡함을 제대로 설명하기가

제한되어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제기된다.(이정희, 2010) 그럼에도

실제 예산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현대의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예산제도(ZBB)가 이러한 총체주의적 접근을 이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이종수 등, 2014)

2) 점증주의

총체주의가 경제적인 합리성에 기초하였다면 점증주의는 정치적인 합

리성에 기초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Wildavsky가 예산의 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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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주장하였는데 예산을 정치적인 의사결정시스템으로 보고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조정과정을 수반한다고 보

았다. 이에 따라 예산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년

도 대비 일정 규모의 예산이 증가해가는 모습을 띠고 있다고 설명한

다.(Wildavsky, A, 1974) 또한, 예산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의도와 예산

이 실제로 성취하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며, 결국 예산결

의안에 대한 각 정당의 힘겨루기는 정부에 얼마나 압박을 행사할 수 있

는지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예산 배분에 있어서 현실의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Wildavsky, A, 1988) 이러한 점증주의는

인과관계를 규명한다기 보다는 현실에 일어나는 일을 묘사하는 것에 가

까운 것으로 예측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이정희, 2010)

이렇게 과거를 답습하는 예산의 행위는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고

최근 각 분야별로 추구하는 혁신의 방향과 거리가 먼 것으로 보는 견해

도 있다.

3) 기타 이론

근래에는 총체주의와 점증주의를 대체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문적 배

경을 가진 학자들에 의해 여러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다. Bartle(2001)은

이러한 이론들을 정리하여 다중합리성이론, 공공선택이론, 거래비용이론

등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다중합리성이론에 따르면 예산이 오직

하나의 과정에 따라서 전개된다는 생각은 현실성이 부족한 것이며 실제

로 예산이 형성되는 과정은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

로 설명된다. 대표적으로 Thumaire와 Willoughby가 다중합리성을 예산

이론 중 하나의 틀로 제시하였다.(이종수 등, 2014)

공공선택이론은 정치적 과정을 경제학의 원리와 방법으로 분석한 이

론이다. 여기서 관료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이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기적인 합리성을 가진 주체로 인식한다. 이

와 관련하여 Niskanen이 대표적으로 주장한 것은 관료들은 자신들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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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위해 더 큰 예산을 선호하고 그 결과 자신이 소속된 부서나 기관의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Niskanen의 가정을 간단하게 정리하

면, 관료는 본인들의 욕구 및 보상이 일치되는 정부부서에 속해 일하게

되고 부서와 후원자는 각각 독점 공급자와 독점 구매자로서 예산과 산출

물을 상호교환하는 쌍방적 독점관계 형식을 취한다. 여기서 부서는 정부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후원자는 의회와 정부라고 할 수 있다. 부서가

예산극대화를 위한 뚜렷한 동기를 가지고 있고 비용에 관한 정보나 기타

예산의 결정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해 후원자는

예산극대화를 억제해야 할 직접적인 동기나 유인이 없고 부서에 비해 필

요한 정보가 부족하다. 또한 부서의 과다한 예산요구를 억제함으로써 얻

는 실익도 적어 굳이 예산통제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후원자의

중립적이고 피동적인 행위의 결과로 관료들은 서비스 공급에 있어 공급

독점권과 재량권을 가지게 되고 부서의 예산극대화는 성공하게 된

다.(Niskanen, 1971) Niskanen의 이러한 생각은 군조직에서의 경험을 통

해 만들어진 것으로 후에 Dunleavy(1992)에 의해 여러 가지 한계점을

지적받게 되고 이를 인정한 Niskanen은 이론의 일부를 수정하기도 하였

다.

공공선택론에 속하는 중위투표이론은 다수결 정책결정 원칙을 따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위투표자의 소득분포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정책이

변화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Meltzer, Richard(1981)는 국가의 예산은 투

표자들의 수요로 결정되는데 이때 중위투표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

며 계층간 소득불평등 정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 Preston(1984)는 1960년에서 1980년 사이의 미국은 사회의 노령화 현

상이 보다 심해지자 중위투표자 연령 또한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세대

간 재정지원의 갈등으로 이어졌다고 보았는데, 결국 노인세대를 위한 재

정은 증가하고 유아세대를 위한 재정은 감소했다고 주장한다.

예산 측면에서의 거래비용이론은 거래비용이 예산과정에 중요한 영향

력을 행사한다는 관점을 가진 이론이다. 거래비용이란 문자 그대로 각

주체 간 거래의 전반적인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데, 시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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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비용으로 기업의 구조나 거래의 행태를 설명한다면 여기서는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예산의 규모 등을 설명한다.

(이정희, 2010) North, D(1982)는 시장이 거래비용을 낮추는 체계를 갖추

게 된다면 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시장에서 활동하는 각 주체들의 소득이

높아져 과세표준을 더 상향시킬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높아진 과제

표준은 자연스레 정부 재정규모 확대로 이어진다고 설명하며 그동안 정

부의 재정확대를 설명하던 여러 가지 변수들 중 거래비용을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았다. 또 다른 관점에서 Lago-Peñas(2009)는 정부의

국영화(nationalize) 정도와 정당 간 관계 수준에 따라 거래비용이 달라

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예산의 구조변동 현상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정부정책에 참여하는 집단이 많아질수록 정책입안자들의 재량권은 적어

지게 되고 합의에 이르기까지 추가적인 거래비용들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는 예산의 융통성 결여로 이어지고 결국 정책의 변화를 힘들게 만든

다. 이외에도 거래비용과 조세, 예산제도 등을 설명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국방예산에 대한 미시적 접근

1) Arms Race

국방예산에 대한 가장 전통적인 접근 방법은 국방예산을 다국간 무력

경쟁의 결과물로 바라보는 것이다. 군비경쟁은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병력이나 군수물자를 경쟁적으로 증가시킬 때 발생한다. 상대국가로부터

자국의 재산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월한 무력이 필수적이다. 따

라서 보다 우수한 무기체계와 인력, 국방 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에 따라 경쟁적으로 군사관련 지출이 증가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다양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 20세기에 들어서 가장

먼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영국과 독일 간의 해상 군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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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을 둘러싼 군비경쟁이다. 전통적으로 높은 해군력을 지니고 있던 영

국에 대항하여 독일의 군사력이 점차 높아지자 영국은 보다 발전된 전함

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군비경쟁의 시발점이 되었다. 1차 세

계대전 발발 이전까지 지속되었던 양국의 군비경쟁은 1차 세계대전의 원

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며 이는 더 큰 군비경쟁으로 이어지게 되었

다.(Perlo-Freeman, S. 2020)

잘 알려진 또 하나의 사례로는 냉전 시대를 만들어낸 미국과 소련의

군비경쟁을 들 수 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간 맨하탄 프로젝트를 통

해 이미 핵무기를 만드는데 성공하였었고 일본을 상대로 그 위력을 확인

한 바 있었다. 따라서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은 핵무기를 제조하는 독

점적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억제력을 소련을 상대로 충분히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하였다. 하지만 소련은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

고 1949년에 소련의 첫 번째 핵무기가 선보이게 된다. 냉전 중 군비경쟁

의 시점에는 학자들마다 상이한 견해가 있으나(Ojserkis, R. 1969), 큰 틀

에서 전략적 무기의 경쟁적인 개발이 냉전 시대를 만들고 군비경쟁을 이

어지게 하였다.

이러한 군비경쟁을 두고 크게 세 가지 이해방식이 존재한다. 첫 번째

는 게임이론에 등장하는 죄수의 딜레마와 같이 군비 지출을 두 국가 간

의 심리적 게임으로 바라보는 것이다.(Smith, 2020) 각국은 국방비를 지

출할지 지출하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으나 무작정 국방비를 늘려가는 것

이 모두에게 최적인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적정 국방비

를 결정하는데 갈등이 빚어지게 된다.

또 다른 하나는 Richardson(1960)이 제기한 접근방법이다. Richardson

은 실제로 발생되는 군비경쟁을 양국의 무기획득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게임이론에 따른 군비경쟁을 양국의 눈치싸움으로 비유한다

면 Richardson의 주장은 물리법칙에서의 작용-반작용의 과정으로 비유

될 수 있다. Richardson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각국이 가지는 무기 축

적량의 변화율은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였

는데, 이는 첫째 상대국의 무기 축적량, 둘째 자국의 경제력 및 행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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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자국의 역사적, 제도적 요인이다. 이 세 가지 영향력을 선형적으로

합하면 각국의 군비 변화율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중

상대국의 군비확장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생각하였다.(Richardson, 1960)

세 번째 이해방식은 군비경쟁의 주요 원인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는 것이다. 국방비 지출의 증가원인을 외생적인 외부의 위협으로만 바

라보는 것이 아니라 군비 확장에 우호적인 자국의 정책 기조나 이를 뒷

받침하는 많은 이익집단의 힘에서 찾을 수도 있다.(Glaser, C. 2000) 결

국 크게 보았을 때 외부적 변수와 내부적 변수로 구분하고 영향력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결과에 따라 군비경쟁의 원인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

질 수 있다.

2) Guns and butter

국방예산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Guns and Butter이론을 들

수 있다. Guns and Butter에서 Guns는 국방과 관련된 재화를 Butter는

국방 부문을 제외한 교육·건강과 같은 복지관련 재화를 비유한 것으로,

이 둘의 관계를 서로 상충관계(trade-off)에 놓여있는 것으로 바라본

다.(Poast, P. 2019) 즉, 큰 틀에서 국방예산의 결정을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으로써 앞서 언급한 군비경쟁을 이해하는 세 번째

방식과도 연결점을 지닌 견해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될 때는 국방예산이 증가하지만 평화

기로 접어들게되면 국방예산은 점차 줄어들고 사회 분야의 지출과 공공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Treddenick, 1996) 이 과정에서 국방

분야와 복지분야는 정부의 예산 중 서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

갈등을 빚게 되고 실제로 상충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Panagariya,

Shibata, 2000) 하지만 모든 국가가 일률적으로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

은 아니다. 여기에는 국가별로 다양한 요인들이 개입하게 되는데, 결국

정부의 한정적인 예산을 다양한 분야에 배분한 결과는 정부가 선호하는

정책을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라고 생각할 수 있다.(Emre Dikici.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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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방예산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1)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국방예산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은 학파별로 조금씩 상이한 태도를 취

한다. 일반적으로 고전학파의 경우에는 정부의 제한적 역할과 균형예산

을 강조한다. 18세기 당시 팽배하였던 군주에 의한 재정운영의 불신이

군주로부터 임명된 정부의 역할에도 이어졌었고 그에 따라 작은정부, 균

형재정을 강조한 것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상황이었다. Adam Smith와

David Ricardo와 같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자유방임주의 경제사상에

근거하여 국가의 활동은 국방, 외교, 치안과 같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활동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최소정부를 넘어선 모든

정부의 활동은 국가에 해로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김준기, 2020) 이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극대로 경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고전학파에서는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

한다고 가정하며 결국 이들이 만들어내는 소비의 형태는 상품과 서비스

의 효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고전학파는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생산의 비용으로 생각하였다면 신고전학파에서는 소

비자가 인지하는 상품의 가격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차

이점이 있다.(Kenton, 2020) 이들은 시장에서의 경쟁이 자원의 효율적인

할당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고 수요와 공급의 힘에 따라 시장의 균형점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과 완전 고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Kenton, 2020)

이 둘 학파는 공통적으로 국가는 상대적으로 이점을 보일 수 있는 영

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국

방과 관련된 지출은 비생산적이며 국가의 경제적 활동을 약화시키는 요

인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비생산적 활동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하고, 큰 규모의 군대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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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유지하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 자유에 반하는 것이라 여겨질 수 있

다.(Karaçay Çakmak, 2009)

하지만 국방은 공공재임을 감안해야 한다. 수익을 목표로 움직이는 시

장에서 국방의 기능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 시장이 국제

적 안보유지를 위한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실패

가 발생한다. 이때 정부에서 국방의 비용을 지출해야 함은 물론 그동안

발생되었던 안보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따라서

국방의 기능은 Adam Smith가 말하였던 국가의 최소한의 기능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하고 국가 운영의 최소한의 비용으로 고려된다.

신고전학파에서는 국방지출은 외부의 적을 상정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고 이것은 사회의 외부적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높은 수

준의 국방비 지출은 많은 기술 변화의 결과물인 동시에 비용을 증가시키

며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킨다. 따라서 국가의 이익과 국방 지출로부터 얻

는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균형잡힌 지출의 수준을 찾아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국가의 안보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

요한 최소한의 국방력을 최소한의 비용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다.(Karaçay Çakmak, 2009)

따라서 고전학파, 신고전학파에서는 공통적으로 국방예산을 국가를 유

지하는데 필수적인 비용 중 하나로 인식하지만, 국방예산의 지출이 근본

적으로 경제를 이롭게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았다. 시장에 악영향을 미

치지 않는 적정선에서 합리적으로 지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인데, 국

방예산을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하나의 도구로 바라본 다른 학파들과는

차이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 Marxian

19세기 후반에 들어서 고전경제학자들은 Marxian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Marxian의 생각은 유럽 사회주의자들의 운동으로부터 강하게 영

향을 받았다. 그들은 정부 정책의 목표를 부자로부터 빈자에게 부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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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Tanzi, Schuknecht, 2000) 경제 체제를

생산과 소비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소비의 수준을 생산을 결정하

는 주요한 요인으로 여길 수 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효과적인 수요의

수준은 새로운 생산에 대한 새로운 요구, 자본가 계층의 수익, 노동자들

의 급여에 따라 결정된다.(Tanzi, Schuknecht, 2000) 자본가 계층은 투자

에 대한 필요성을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수익을 곧바로 지출

로 연결시키지는 않는다. 한편 노동자들의 급여는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

는 일종의 독점적인 압력하에 유지되기 때문에 급격히 상승되지는 않는

다. 높은 임금상승률을 기대할 수 없는 노동자들은 낮은 소비성향을 나

타내게 된다. 즉, 급여의 수준이 낮다면 수요도 적은 것이다. 소비가 저

조하면 잉여공급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은 자본가들의 추가적인 투자와

고용을 망설이게 만든다. 이러한 관점은 소비를 핵심적인 요소로 바라본

다는 점에서 Keynesian들의 생각과 유사하다.

여기서 국방예산은 자본주의적 생산환경하에서 발생되는 경제적 침체

와 위기의 과정 내에서 논의된다. 결국 수익이 악화되어 문제가 발생된

다면 국방예산은 이것을 방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다. 국

방예산의 지출은 군수물자 생산을 장려하게 하고 이는 자본가들이 축적

하고 있는 자본이 투자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따

라서 지속적인 국방예산의 지출을 지속적인 수요의 창출이라고 여길 수

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여건을 지닌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국방예산 지

출에 자유로울 수 있으며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수요 창출 관점에서의 국방예산은 사회복지 예산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

게 된다.(Karaçay Çakmak, 2009)

결국 높은 국방예산의 지출은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게 해주고 자본가

계층에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 결국 Marxian주의자들은 국방예산

을 시장의 수요 창출에 필요한 하나의 도구로 바라보았으며 장기간의 자

본적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국가의 개입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다.

3) Keyne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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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esian은 대공황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이들은 경기침체를

총수요의 부족으로 판단하였다. 19세기 말부터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를

경제적 호황기로 바라볼 수 있는데, 20세기 초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은 완전고용일 때 유지될 수 있으며 실업은 과도한 저축과

불충분한 민간투자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이는 정부의 적자지출로 해결

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이전의 것과는 정반대의 것으

로 Keynes는 백년이 넘는 시간동안 여러학자들에 의해 강요되어 당연시

하게 여겨졌던 일들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했다.(Keynes, 1926)

1차 세계대전 이후로 Keynes의 영향을 받아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과거에 정부가 주목하지 않았던 새로운

역할들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고려해보게 되었고 그것은 실질

적인 변화로 이어졌다.(Tanzi, Schuknecht, 2000) 1920년대 후반 유럽의

국가들은 기초적인 사회보장제도들을 채택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1929년

에 발생한 미국의 대공황의 여파로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불

황이 이어지자 많은 국가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지출을 늘려나가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뉴딜정책을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다. 또한 1930년대 중반부터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기 시작한

독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럽국가들의 국방지출은 늘어나기 시작

하였고 그 추세는 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 결국

대공황 이후 Keynes의 학설은 실제로 실업률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

으로 믿어졌고 경제불황이나 전쟁과 같은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큰 정부

를 지향하는 정책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Keynse는 2차 세계대전 전쟁 상황에서 영국이 독일의 공격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자국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생산활동에 집중하

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동안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던 여성이나 아

이들을 노동시장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했다.(Keynes,

1940) 이러한 Keynes의 관점에서 국방예산의 지출은 사적 영역의 투자

를 장려하는데 효과적으로 여겨진다. 또한, 국방예산의 지출은 단순히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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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생산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우주공학과 같은 과학을 발전시키

는데도 사용되어 투자와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투자를 만들

어내는 또 하나의 방법은 수요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국방예산의

지출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권총과 같은 전통적인 무기

체계를 줄이고 미사일과 같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새

로운 기술과 이를 위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군사적 수요는 지속

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Karaçay Çakmak, 2009)

Marxian의 주장과 Keynesian의 주장은 소비 부족을 중요한 요소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같은 맥락에서 국방예산을 수요와 투자를

창출하는 도구로서 바라본다는 점도 흡사하다. 하지만 Marxian의 주장

은 소비 부족이 나타나는 문제점을 자본주의 시스템과 자본의 소유에 따

라 계층화되는 시스템 그 자체에서 찾는 것이고 Keynesian의 주장은 자

본주의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낮은 소비성향을 문제로 지적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Shaikh,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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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해외 연구

해외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많은 수의 연구자들이 국방예산을 설명

하는 적합한 모델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계량적 분석을 통해

접근하였다. 초기에 많은 연구자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사람은

Richardson이다. 그는 Arms and Insecurity(1960)에서 각 국가가 신규

무기를 획득하는 과정을 군비경쟁의 현상을 모형화하여 표현하였다. 이

러한 방법은 복잡한 군비경쟁의 과정을 쉽게 묘사하고 요약할 수 있는

도구와도 같아서, 각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처방전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다.(Anderton, C. 1989)

Richardson의 모형은 각 국가별 이해관계를 고려하거나 목적함수를

상정하지 않은 기술적 모형이지만 이후에는 자국이 목적함수를 극대화한

다고 가정하는 규범적 모형의 연구들도 이어졌다.(변정욱, 권오성, 2016)

Brito(1972)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경제적 측면의 변수를 중심적으

로 도입하여 군비경쟁의 동적 경제 모델(dynamic economic model) 도출

을 시도하였는데, 해당 모델에 따르면 군비의 균형점은 오직 무기체계의

기술과 국방을 대체할 수 있는 대용품 등(marginal substitution)에 의존

하게 된다. 양국이 근시안적으로 움직인다면 해당 균형점은 안정적이며

이는 Richardson의 균형 모델과 일치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이라고 주장

하였다.

이후 Richardson의 개념은 너무나 단순하여 실제적으로 적용하기에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Pierce-Haugh로부터 고안된 통계적

인과관계 분석(statistical causality analysis)을 기반으로 미국-소련, 이

란-이라크, 그리스-터키 등 12쌍의 국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군비

경쟁 모델은 통계적으로 들어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된바 있

다.(Majeski & Jones,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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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로도 많은 연구가들은 국방예산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요인을

탐색하기 시작하였고 Dunne & Perlo-Freeman(2003)은 냉전기간 및 냉

전 이후 전략적 안보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국방예산을 결정하는 여러 요

인들이 변화하였는지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르면 냉전 이후 안보지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방비를 결정하는 요

인에는 큰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공통적으로 주변 국가의 국방비 지

출 뿐만 아니라 국가별 내·외적 갈등은 여전히 국방비에 부담으로 작용

하였고 국가 정치체제의 민주주의 채택 유무와 인구의 증가는 국방비와

부정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결론지었다.

개발도상국에서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살핀 Dunne, P.(2000)

의 연구에서는 국방비의 지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증거를 확인하였다. 해당 결론에 따르면 국방비

의 축소는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이해될 수 있다. Melman, S.

(1975)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주장한다. 여기서 국방예산은 정치

적 유용성은 있을지라도 경제적 가치는 떨어진다고 설명하면서 일반적으

로 시장이나 기업에 적용되는 이윤 메커니즘은 국방의 경우에는 적용되

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개발도상국들의 국방비의 규모를 주변국의 국방비 수준과 더불어 외

부로부터 지원 받는 경제 원조와도 연관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Collier

& Hoeffler(2007)는 1960년부터 1999년간 OECD로부터 원조를 받은 85

개국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을 검증한 결과 경제 원조 유무가 국방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고, 아프리카와 같이 주변국들이 대부분

원조를 받는 경우에는 두 가지 영향이 합쳐져 원조가 없을 경우를 가정

한 수준보다 두 배 높은 국방비를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Albalate & Elias(2012)가 실시한 연구에서는 정치체제를 가장

중심적인 변수로 가져왔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1988년에서 2006년까지

157개국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살펴본 결과, 독재정권에 비하여 민주주의

를 채택한 국가가 더 적은 비율의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의원 내

각제인 국가보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가 더 높은 비율의 국방비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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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또한 안보적 변수로 국가 내전여부는

국방비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NATO와 같은 동맹

국의 일원으로 속한 국가는 그렇지 못한 국가와 비교하여 더 높은 국방

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ordhaus W, Oneal JR, Russett B(2012)는 외부적 안보 환경이 국방

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하였고 1950년부터 2000년까지 165개국들

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웃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 실제적인 군사적

갈등, 정치체제의 민주주의 여부, 내전 여부, 경제적 성과 등을 중요 변

수로 판단하였고 이중 실제적인 무장 분쟁이 가장 큰 요인으로 확인되었

다. Albalate & Elias(2012)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독재정권이 민주주의

정권에 비하여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었으며,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은 단기적으로 국방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군비경쟁과 같이

장기간 국방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앞서 여러 연구에서 내린 결론에 따르면 국방비는 크게 국가의 안보

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들과 관련된 변수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Böhmelt & Bove(2014)는 이들 변수가 향후의 국방비를 예측하는

데 얼마나 유용한지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Nordhaus W,

Oneal JR, Russett B(2012)의 모델과 베이즈 모형(Bayesian model

averaging)을 이용하여 여러 변수들의 예측력을 검증하였고 그 결과, 전

년도 국방비와 국가별 제도적·경제적 특징이 이후의 국방비를 예측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적 안보환경은 예측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앞선 요인들보다는 덜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DiGiuseppe(2015)는 국가의 신용도를 중심 변수로 바라보았다. 국가의

신용도가 높으면 국방비의 지출도 높을 것이라고 보았고, 외부적인 위협

에 상응하여 국방비가 확대될 때 국가의 신용도가 조절효과를 지닐 것으

로 가정하였다. 1981년부터 2007년까지 143개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위의 가설은 타당하다는 결론내렸다. 이는 높은 신용도를 가진 국가의

지도자는 정치적인 비용이 덜 필요하며 정부의 재분배 지출을 축소하는

데에도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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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öngür & Elveren, A.(2015)는 국가별 서로 다른 복지체제 유형에 따

라 국방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개발도

상국들을 대상으로 1988년부터 2003년까지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확인한

결과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체제의 국가(social democratic welfare

regime)인 경우 국방비의 비중이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방예산이 사회복지예산과 가지는 관계에 초점을 맞춘 실증적인 연

구들은 서로 상이한 결론을 내놓는다. Russett, B. (1969)는 국방예산이

증가할 때 경제와 사회부문의 어떤 분야가 희생을 하게 되는지 탐색하였

다. 미국을 포함하여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4개 국가를 대상으로 GNP

대비 국방예산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였는데 국가별로 서로 상이한 결과

가 도출되었다. 국방예산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분야도 달랐으

며 시기별로도 세계대전 전후, 한국전쟁 전후로 하여 그 결과가 달랐다.

Yildirim, J. Sezgin, S. (2002)는 터키를 대상으로 국방비와 교육, 보건

예산의 상충관계를 살펴보았다. 비록 여러 실증적인 연구들이 상반된 결

과를 도출하였음에도, 여기서는 국방예산이 교육예산과 가지는 상충관계

에 대해서 밝혀내었다. 다만, 보건예산은 국방예산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

이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Hirnissa M.T. et al. (2009)이 진행한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8개의 아

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서 말레이시아와 스리랑카의 경

우에는 국방예산과 복지예산의 상충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다른 국

가의 경우에는 뚜렷한 관계를 찾지 못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유사한 주제로 진행된 바 있지만 그 결과가

각기 상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에 사용되는 통계적 기법이나, 연

구의 대상으로 삼는 시기의 차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Clayton, J. 1976), 관찰하고자 하는 시점과 분석 방법을 잘 선택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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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연구

국내에서 진행된 다수의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진행된 사례가 많다.

임준오, 박종구(2019)는 OECD국가에 대해 1990∼2016년간의 국방예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GDP의 증가와 인구의 성장은 국방예산을 감소시

킨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전년도 국방예산은 이후의 국방예산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안보적 요인으로 국제평화지수는 음의 영향을 미친

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전년도 국방예산과의 관계는 예산이 점증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신다윗(2018, 2019)은 2차례에 걸쳐 124개 국가의 1984∼2013년, 1960

∼2015년 동안의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패, 민주적 책임성, 정부안정

성은 국방예산과 음의 관계를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최서준(2019)은 223개 국가의 1960∼2015년 간의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요인으로 인적자원 개발과 안보강건성이 가지는 국방예산과

의 양의 관계를 입증하였고 경제적 요인과 재정적 요인은 관련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한국의 국방예산으로 한정된 연구를 살펴보자면 유승남, 목진휴(2002)

는 1963∼2000년 간의 국방예산을 검토한 결과 GDP나 정부지출 등 국

가의 경제능력과 외부 안보의 위협정도에 따라서 국방예산은 증가하고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할수록 국방예산은 줄어든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영규(1997)는 1975∼1995년 간의 국방예산을 검토한 결과 GNP, 인

구수는 국방비와 양의 관계를 가지고 사회복지비는 음의 관계를 가진다

고 주장하였다.

신용도(2006)는 한국의 국방비를 경제충격 및 안보충격에 대한 충격반

응 함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국방비 지출은 안보적 상황에 주로 영

향을 받고 있으며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변화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결

론지었다.

질적연구에 속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고상두(2000)는 크게 내부적,

외부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기 재정정책 우선순위, 안보여론과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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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보환경, 동맹정책에 따라 국방예산이 변화할 것으로 보았고 권태용,

김종태(2011)는 안보위협과 국제적 역학관계, 국민의 안보 참여의지, 정

치적 리더십이 국방예산에 영향을 줄 것이라 분석하였다.

국방예산이 타 분야의 예산과 가지는 관계, 혹은 국방예산 내 부문 간

변화에 초점을 둔 연구들도 있다. 심송보(2018)는 2005∼2017년간 국방

예산 내 부문별 예산액 자료를 이용하여 국방예산 내 방위력개선비와 전

력운영비의 관계를 연구하였고,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는 음의 상관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김민호(2017)는 1981년부터 2016년까지의 정부 예산을 살펴보건데 국

방예산과 타 분야 예산의 상쇄관계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분야별 예산

배분은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복지와 교육기능에 많은 부분 분배하고

있으며 선거유무와 관계없이 국방기능보다 복지, 경제, 교육기능에 더 많

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성호, 양희용(2015)은 인구가 감소하면 군 간부의 확대로 인하여 국

방예산(인건비)의 증대가 필요하며 복지예산의 증가로 국방예산의 상대

적 감소가 예상되어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송근원

(1998)은 1957∼1994년 간의 국방예산과 복지예산을 분석한 결과 두 변

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음을 도출하였다.

송재복, 안병철(2000)은 1962에서 1998년 동안의 국방예산과 복지예산

을 분석한 결과 국방예산과 복지예산은 음의 단순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

타났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본 결과 완전히 일치하는 결론을 내리기는 쉽

지 않다. 연구별로 같은 변수가 정반대의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이는 각 연구별로 사용한 자료들의 출처 및 시기, 연구의 방법 등이 달

랐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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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발전방향

앞서 진행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국방예산은 무력충돌의

여부나 군비경쟁의 여부에 따라 변화한다고 결론 짓는다. 물론 반대의

내용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Majeski & Jones, 1981), 적어도 1·2차

세계대전이나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 커다란 군사적 이벤트가 발생했

을 때 이러한 경향을 보다 뚜렷하게 확인이 가능하다는데는 동의하는 듯

하다.

반면에 안보적 요인보다 제도적, 경제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도

발견된다. 정치체제의 경우에는 독재 국가가 민주적 국가보다 더 많은

국방예산을 사용하며,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국가보다 더 많은 국방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의 유연성

이 부족하거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 국방분야에 더 많은 비중을 싣는

경향이 발생하는데 독재 국가, 대통령제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이러한

상황이 더 자주 발견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경제성장 측면에서 국방예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나뉘는 듯하다. 이론

적 환경에서 고전학파와 Keynesian측의 의견은 각각 부정적, 긍정적으로

갈리며 경험적 연구에서도 각각 상반된 결론이 주장된다. 다만, 해외의

연구에서는 국방예산과 경제성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 많은

반면에(Melman, S. 1975, Dunne, P. 2000) 국내에서는 그 반대의 경우가

더 자주 확인된다.(김영규, 1997. 임준오, 박종구, 2019. 유승남･목진휴,

2002)

국방예산이 사회복지예산과 가지는 관계 또한 연구마다 서로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였기 때문에 아직 일반적인 결론은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

다. 비교의 대상이 되는 예산을 GDP 대비 혹은 GNP 대비 비율로 정하

거나 정부의 총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정하느냐에 따라 같은 시기를

놓고 보더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국가별로 분야별 재정지출

수준이 각기 상이하므로 일관된 결론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여기에

는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힘든 각 국가들의 문화적, 제도적 요인이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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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작용된다.

본 연구는 앞서 진행된 많은 선행연구들을 발판으로 삼아 한국에 적

용될 수 있는 모델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다수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대

략적인 경향성이 확인된 변수들이 한국에도 과연 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 국방예산의 절대적인 수준을 확

인하는 것이므로 국가 간의 비교에만 의미를 지니는 변수들은 제외하여

살펴볼 것이다.

또한 연구를 보다 세분화하여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방예산을 방위력

개선비와 전력운영비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같은 국방예산이

지만 이 둘의 성격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때문에 전체를 놓고 분석하였

을 때 서로 상충된 작용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놓칠 가능성이 존재한

다. 아직은 이러한 방법으로 국방예산을 분석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있는 지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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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정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안보

특성상 타 분야 예산 대비 지속적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는 국

방예산에 대해 더 높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국방예산은 어떠한 이유로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에 따라 “어떠한 요인이 한국 국방예산의 변화를 만들어내는가?”를 첫

번째 연구문제로 상정한다.

연구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는 ‘변화’의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점이다. 정부의 예산이 편성되는 실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점증

적 혹은 점감적인 예산이 만들어질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매년 신규

로 추가되는 사업이나 삭제되는 사업의 수보다 유지되는 사업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전년도의 예산을 기준으로 증액 혹은

감액이 이루어진다. 여러 연구에서 예산의 점증주의적 경향을 뒷받침해

주는 주장을 찾아볼 수 있다.(강병구, 2005; 최태현, 임정욱, 2017) 이러

한 상황에서 매년 특정한 요인으로 인하여 국방예산이 새롭게 결정되고

만들어진다는 생각보다는 특정한 요인으로 인하여 국방예산이 변화해 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만약 점증주의적 경향이

국방예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면 최초의 예산편성 결과는 차치하고 그

예산이 어떻게 변화해나가는 것인지를 살피는 일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특정 요인이 국방예산의 변화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게 된

다면 이는 국방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이며, 동

시에 미래를 예측할 때 필요한 도구로서의 역할도 기대될 수 있을 것이

다.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해서 먼저 국방예산의 변화와 연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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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되는 요인을 추려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 요인을 앞서

소개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크게 안보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구

분하고자 한다. 국방(國防)은 말 그대로 외부의 침략에 대비해 국토를 방

위하는 일이다. Richardson(1960)의 Arms Race의 개념도 이러한 국토

방위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안보여건에 따라 국방예산

이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안보적 환경의 변화가 국방예산

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국방예산 또한 정부의 예

산 중에 하나임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국방예산의 변

화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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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가설

1. 안보적 요인

본 연구에서 국방예산은 현재 한국이 처해있는 안보적 위험도를 계산

하여 정부가 적정수준의 안보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행정 등 일련의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도출해놓은 결과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안보적 환경이 더 나빠지면 국방예산은 증가할 것이고 개선된다

면 국방예산은 낮아질 것이다. 안보적 환경을 좁게 보자면 한반도 내에

서 남북 간의 관계의 정도에 따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고 넓게 보자면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지역에 노출됨에 따라 감수해야 하는 잠재적인 위

협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다. 전자는 안보적 환경을 좁게 해석하여 실제

적인 위협을 누락시키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비교적 직관적으로 확

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후자는 모든 위협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계량화하여 확인하기가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

다. 본 연구는 계량적 분석을 통해 가설 입증을 시도할 것이므로 전자에

무게를 두고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북한으로부터 위협의 정도와 국방예산은 정(+)의 관계를 나

타낼 것이다.

여기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국

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직접적인 위협은 북한의 소규모 재래식 도

발이다. 북한은 휴전이래 지속적으로 남한을 향해 무력도발을 자행해오

고 있는데 크고 작은 사례를 모두 더하면 그 횟수가 3,100여회가 넘는

다.(국방부, 2018) 과거에는 직접적인 침투의 양상이 더 많았다면 2000년

대 이후로는 국지도발 형태의 도발이 더 잦아졌다. 이러한 무력도발은

직접적인 위협이 됨과 동시에 그동안 쌓여진 남북간의 신뢰와 화해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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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도 무너뜨린다. 최근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2010년 3월에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과 같은 해 11월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들

수 있다. 이는 남북 간의 협력 정책을 중단시키고 동북아시아에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하게 만들었다.(박휘락, 2013) 따라서 북한의 직접적인 재

래식 도발의 여부에 따라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평가해볼 수 있을 것이

다.

북한의 또 다른 위협은 비대칭 전력이다. 잠재적으로 북한의 재래식

도발보다 더 큰 위협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아직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이며 대외적으로 핵을 나를 수 있는 수단을 지속적으로 과시하

고 있다. 2016년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내용을 살펴보면 미사일 액

체연료 기술이 진화하여 최대정점 고도가 1,400km이상에 이르게 된 것

을 알 수 있다.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나 핵탄두 탑재 기술의 경우

에는 검증되지 않았으나 북한의 핵무기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

다.(김철우, 2016) 물론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평가를 과하게 함으로

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부형욱, 2020) 하지

만 북한의 신형무기 개발의 발전은 특히 2000년대 이후로 급속히 진행중

이라는 점과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이후 북한은 자위력 강화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하였다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위협은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이호령, 2020) 따라서 북한의 핵실

험이나 미사일 발사 빈도가 증가하면 할수록 북한의 대남 위협은 더 높

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위협을 남북간의 절대적인 군사력의 차이에 따라

평가할 수도 있다. 어른에게 칼을 쥔 갓난아이는 위협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이 양국의 군사력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 위협의 정도도 비례하여 벌

어진다. 국가마다 군사력을 구분하는 기준은 상이하다. 전통적으로 병력

이나 무기, 장비, 물자, 시설, 핵무기 여부 등으로 평가하며 여기에는 여

러 가지 비교평가 방법이 있다.(부형욱, 1999) 그 중에서 각국의 군사능

력을 가장 현실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국방예산을 비교하여 평가

하는 것이다.(이정우, 2012) 여기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조직구조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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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북한과 남한은 사회체제나 경제구

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가 제한된다는 의견이 있

다.(부형욱, 1999) 그럼에도 각국의 군사자산을 간접적으로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국방예산을 비교하여 보는 것이고, 한국만을 대상으

로하는 군사력 측정 모델이 아직 개발된 바 없으므로3) 본 연구에서는

남북간의 국방예산의 차이를 북한의 위협의 정도와 연결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북한의 위협은 크게 재래식 도발의 여부,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실험의 여부, 국방예산의 차이의 정도에 따라 인식

할 수 있고 이것들이 변화하면 한국의 국방예산이 변화할 것이라는 가설

을 세워볼 수 있다. 이를 <가설 1-1>부터 <가설 1-3>까지로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1> 북한의 재래식 도발 여부와 국방예산은 정(+)의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1-2>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실험 여부와 국방예산은

정(+)의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1-3> 남한과 북한의 국방예산 차이는 국방예산과 부(-)의 관

계를 나타낼 것이다.

3) 한국국방연구원이 미국의 랜드(LAND)연구소에서 개발한 전력지수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보완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전력지수는 총체적인 군사력을 표현한

다기보다 화력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부형욱,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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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요인

1) 국내의 정치성향

국방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중 하나로 먼저 국내 정치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과거 군사정권이 들어섰을 당시에는 군사 권위주

의에 기반한 군 중심 정책이 국방예산 지출에 영향을 주었다.(정옥임,

2006) 이후에는 보수정권이 진보정권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북한에 강

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을 놓고도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을 보면 양 진영의 국방정책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임군삼, 2017) 이러한 차이는 실제로 국방예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이 되며 북한에 상대적으로 강경한 입장인 보수진영이 국방예

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가설 2> 국내의 정치성향이 보수일 경우와 국방예산은 정(+)의 관계

를 나타낼 것이다.

국내의 정치성향을 무엇으로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변수는 달라질

수 있다. 먼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기준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 정

부에서 만들어지는 정책과 예산안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성향이 예산과 정책의 내용에 녹아들어갈 것이라

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각일 것이다. 따라서 국내의 정치성향을 대통령의

정치성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국회의 다수당의 성향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예

산안과 각종 법안은 국회를 통해야만 비로소 확정이 된다. 따라서 정부

에서 발의한 내용이 국회를 거쳐갈 때 국회 다수당의 영향을 받을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국내의 정치성향을 국회 다수

당의 성향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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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국내의 정치성향을 대통령의 정치성향, 국회 다수당의 정

치성향으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 국방예산의 변화

를 살펴보는 것은 위 가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될 것이다.

<가설 2-1> 대통령의 정치성향이 보수일 경우와 국방예산은 정(+)의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2-2> 국회 다수당의 정치성향이 보수일 경우와 국방예산은 정

(+)의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2) 복지정책의 기조

국내의 정치성향과 더불어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는 대표적으로 생각

해볼 수 있는 또 다른 사회적 요인이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uns and Butter에 관한 쟁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에

도 연구자들마다 각기 상충되는 결론을 도출하여왔다. 본 연구에서는 한

국의 국방예산만 놓고 보았을 때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과연 복지

와 국방의 상충관계가 확인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 관점을 기준

으로 서로의 상충관계가 존재함을 가정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그에

따른 세 번째 가설은 아래와 같다.

<가설 3> 복지예산과 국방예산은 부(-)의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일반적인 통설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국방예산과 복지예산의 상충관

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여기서 복지의 개념은 연구자

들마다 조금씩 정의하는 바가 다르고 국내의 연구들을 살펴봐도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점은 연구의 결과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므로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후 독립변수를 정의할

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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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 간의 관계

마지막으로 고려해볼 요인은 경제·사회·문화 부분에 걸친 남북 간의

관계이다. 군사적으로는 남북이 대립하고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경제나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오고 있다. 예를들어 경제적

인 측면에서는 남북 간 교역량이나 대북 사업의 투자 정도에 따라 그 우

호도를 생각해볼 수 있겠으며 사회·문화적으로는 이산가족 상봉, 남북

공동행사 개최 여부 등을 통해 양측의 분위기를 가늠해볼 수 있다. 따라

서 남북 간 우호도가 상승되면 국방예산은 줄어들 수 있으며 반대로 남

북 간의 관계가 경색되면 국방예산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네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4> 남북 관계의 우호도와 국방예산은 부(-)의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가설들을 종합하여 연구모형을 작성하면 <그림

3-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국방예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크

게 안보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각각은 3개, 4개의 독립변수

로 이루어져 있다. 안보적 요인은 하나의 큰 가설 하에서 3가지의 세분

화된 가설과 변수로 구성되어있는 것이며 사회적 요인은 세 가지 큰 가

설에 따른 4개의 변수로 구분된 것이다. 다음은 이들 변수를 정의하고

측정을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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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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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의 정의 및 자료의 수집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목적은 안보적·사회적 요인에 따라 국방예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변화하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여기서 국방예산은 정

부의 프로그램 예산구조상 국방분야에 해당하는4) 일반회계 본예산을 기

준으로 한다. 종종 국방비와 방위비를 혼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위비는 국방부 소관 국방비 뿐만 아니라 병무청 소관의 병무행정비,

경찰 소관의 전투경찰 및 해양경찰비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국방부,

1996) 이 둘의 개념이 서로 같지 않음을 밝혀둔다.

여기서 국방예산을 절대값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총 재정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다

수의 연구에서는 국방예산의 절대값을 사용하거나 GDP 대비 비율 값을

변수로 사용하는데 이는 본 연구의 취지와 맞지 않다. 절대적인 국방예

산의 규모는 매년 예외없이 점증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각 요

인들의 영향력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또한 정부나 국회의 의지에

따라 국방예산이 변화한다는 가정하에서는 경제상황에 따라 후행적으로

결정되는 GDP 대비 국방예산의 비율 또한 적절한 변수로 보기 힘들다.

총 재정 내에서 국방예산의 비율은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정부나 국회

의 결정에 따라 타 기능 대비 그 규모가 정해지며 매년 증가하는 국방예

산의 절대값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연구에 보다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그림 3-2>는 정부 재정 대비 국방예산과 GDP 대비 국방예산의 추이

를 서로 비교한 모습이다. 각각의 값이 증가 혹은 감소하는 추세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각각을 달리 종속변수로 두었을 때 연구

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4) 국방부에서 편성하는 전력유지비, 방위사업청에서 편성하는 방위력개선비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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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앞서 국방예산을 성격이 다른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1) 정부

재정 대비 전력운영비의 비율, (2) 정부 재정 대비 방위력개선비의 비율

로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다.

연도별 정부의 예산안과 국회의 예산 확정 내역은 국회 홈페이지 의

안정보시스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의 내용과 기획재정

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한 내용을 상호 비교하여 자료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활용할 것이다.

<그림 3-2> 국방예산의 비교 추이

자료: 국방부(2021)

2. 독립변수

1) 안보적 요인

연구모형에서 첫 번째 가설은 국방예산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과 비

례하여 움직인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북한으로의 위협을 재래식 도발의

여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의 여부, 국방예산 차이의 크기를 통해 정의

하였고 각각을 안보적 요인의 독립변수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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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식 도발은 그 기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횟수가 달라

질 수 있다. 여기서는 국방예산에 변화를 줄 수 있을 만큼의 충격을 가

진 도발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 마찰과 같은 가벼운

사례는 제외하고 실제로 무력시위 혹은 유혈사태가 발생한 사건들을 추

려내어 대상으로 삼겠다. 자료는 연도별 국방백서에 명시되어있는 북의

대남도발 연혁을 기준으로 인터넷 나무위키에 정리된 북한/대남 도발 사

례를 추가로 참고하여 활용한다.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의 여부는 예산을 편성하는 그 전년도에 북한

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범주형 변수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재래식 도발이나 미사일 발사의 빈도가 아니라 실시

여부로 구분한 이유는 북한의 도발이 동일한 연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

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빈도에 따른 숫자형 변수로 표현하였을 경

우 특정 연도에 과중한 영향력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발

생 여부에 따른 범주형 변수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자료는 연도별 국

방백서에 명시되어있는 북한 미사일 개발 경과 및 제원과 NTI(Nuclear

Threat Initiative)에서 제공하는 북한 미사일 및 핵실험 관련 자료를 참

고하여 연구에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국방예산의 차이는 예산의 절대적 금액의 차이를 변수로

활용할 것이다. 국방예산의 비교는 상호 전투력을 비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각 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GDP에 대

비한 비율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의

순수 국방예산의 차이를 숫자형 변수로 정의하고 독립변수의 하나로 살

펴본다.5)

여기서 정확한 북한의 국방예산을 확인할 때 제한사항이 발생한다. 북

한이 공식 발표한 내용이 실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반적 추세와 규모

5) 80∼90년대 국방백서를 살펴보면 남북 간 순수 국방비와 더불어 누적 국방

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면서 이것을 안보상황을 측정하는 하나의 도구로써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누적 국방비는 그 추정치가 명확하

지 않고 국방백서 내에서도 그 자료가 연도마다 각기 조금씩 상이한 것으로 보

아 연구에 활용하기는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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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제의 군사력 수준 및 군비증강 추세와 부합해야 하는데 여기에 회

의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성채기, 2006) 북한의 국방예산 관련 통계

는 같은 기간의 내용이 발표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후

국가정보원에서 북한의 군사적 동향 및 군사력 증강 추이를 바탕으로 국

방비를 유추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성공적이지 못하였다.(이달희, 2005)

국방부는 2004년 이전까지 북한의 국방예산을 추정하여 국방백서에 명시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북한의 환율 급등으로 추정이 제한되어 별도로 명

시를 하고 있지 않다.(국방부, 2006) 이러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북한이 공표하는 국방예산인데, 적어도 본 연구에서 만

큼은 이 내용은 충분히 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왜냐하면 연구에 필요

한 북한의 국방예산은 낮은 단위의 수까지 정확한 자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인식되는 수준의 규모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

해 본 연구에서 변수로 사용할 북한의 국방예산은 한국의 정부나 의회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참고할 때 필요한 수준인 것이고, 이를 목적으로

한다면 북한의 공표자료 외에는 달리 다른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관련

자료는 SIPRI에서 발표된 자료를 기준으로 사용하겠다. 여기서 남북 원

화의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KOSIS에서 발표된 환율을 기준으로 재정리

하여 활용할 것이다.

2)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에 포함되는 첫 번째 독립변수는 국내의 정치성향이다. 이

는 각각 대통령의 정치성향, 국회 다수당의 정치성향을 통해 살펴보고

진보와 보수로 구분하여 범주형 변수로 사용하겠다. 대통령의 경우 보수

와 진보로 구분하는데 있어 크게 논란이 없겠으나 정당의 경우에는 중도

를 표방하는 정당도 있어 뚜렷하게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한다. 따

라서 각 시기별 제1정당의 성향을 기준으로 변수를 구분하겠다.

두 번째 독립변수는 정부의 복지예산이다. 이는 종속변수와 같은 형태

로 정부의 총 재정에서 차지하는 복지예산의 비율을 변수로 사용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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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론적 논의에서 파생된 Butter의 개념을 폭넓게 보자면 사회(socia

l)6)와 관련된 의무적인 비용을 모두 포함시킬 수 있다.(Alan Farley,

2020) 하지만 실증적인 연구에서는 각기 그 개념을 특정 분야에 한정하

여 적용하고 있는데, 해외의 문헌에서는 대부분 교육(education), 보건

(health), 복지(welfare)로 세분하여 연구하였으며7)(Russett, B. 1969;

Clayton, J. 1976; Yildirim, J. Sezgin, S. 2002; Hirnissa M.T. et al.

2009) 국내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사회복지

비 혹은 복지예산으로 통칭된 변수를 사용하였다.(김영규, 1997; 송재복,

안병철, 2000; 신성호, 양희용, 2015; 김민호, 2017)

본 연구에서는 복지예산의 개념을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정의한다. 한국의 교육관련 예산은 타 기능의 예산과 비교하여

조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부의 재정은 크게 중앙재정, 지방재

정, 지방교육재정으로 나뉘는데 국방예산은 모두 중앙재정에 포함되어있

는 반면 교육예산은 모든 재정에 포함되어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

방정부로, 지방정부에서 다시 교육기관으로 이전되는 금액들이 중복 계

상되어있어 총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제한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보건과

복지와 관련한 예산을 독립변수로 사용하는데 국방예산과 유사한 절차를

통해 만들어지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예산이8) 이를 가장 잘 대표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것이다.

사회적 요인의 마지막 독립변수는 남북 간의 우호도를 간접적으로 확

인할 수 있는 남북통합지수이다. 그동안 국외에서는 안보와 관련된 각종

지수가 다양하게 개발되어왔지만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그러한 움직임

6) 사회(social)와 관련된 비용을 좀 더 세분화 하면 건강(health), 치안 유지

(social security), 주거 보조(housing assistance) 비용 등을 들 수 있다.(Alan

Farley, 2020)
7) 모든 연구가 같은 분류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나 크게 보았을 때 교육

(education), 보건(health), 복지(welfare) 중 몇 가지를 선택하여 연구가 이루어

졌다.
8) 예산을 프로그램 예산구조에 따라 기능별로 구분하여 나누는 방법도 있으나

여기에는 연구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방

법을 채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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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안보적 논쟁이 발생할 경우 안보의식조사라는

일종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존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배진수, 2006) 그

동안 이와 관련된 많은 실증적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변수는 세계평

화지수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너무 많은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정하는 평화의 개념이 남북 간 평화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보기

힘들며 실제로 사용되는 자료도 적절한 시기에 업데이트되지 않아 그 시

기성을 일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김병로 등,

2007) 이외에도 통일 지수, 한반도평화지수 등이 있지만 특정 시기에 일

시적으로 작성되었던 지수이므로 연구에 활용되기에는 제한된다.

서울대 통일연구소에서 작성하고 있는 남북통합지수는 남북 간의 관

계를 정치적·이념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구체적인 실상에 근거하여 평가

하는데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 대해서 각각 제도, 관계, 의식이라는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성된다.(김병연, 2009) 타 지수와 비교하였

을 때 오로지 남북 간의 관계에 집중하여 작성되었고 89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그 지수를 작성·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활용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지수를 남북 간의 우호도를 살펴보는 독립변수

로 활용할 것이다.

3. 통제변수

예산의 변화를 확인하는데 있어 가장 강력한 통제방법 중 하나는 예

산의 점증·감주의적 경향을 상쇄시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많은

문헌들은 예산의 점증·감주의적 경향을 실증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리

고 정부 예산의 편성과정을 살펴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부분이다.

따라서 국방예산이 다른 여타 예산과 그 편성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으므

로 점증적 혹은 점감적으로 움직일 것이라 가정해볼 수 있고 이것을 통

제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예산을 통제변수로 두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통제변수는 물가지수이다. 물가가 변동되면 국방과 또 다른

재화의 상대가치가 변화하게 되고 이는 국방예산의 규모에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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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있다. 따라서 GDP디플레이터를 변수로 사용하여 이를 통제할 것이

다.

마지막 통제변수는 방위세의 여부이다. 이는 종속변수 중 방위력개선

비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다. 한국은 1975년에 경제개발과는 별도로 국방

의 자립화를 위해 방위세법을 제정하여 국방비의 제원으로만 활용하는

목적세를 거둬들인바 있다. 방위세는 1990년까지 존속되었는데 이 시기

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방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방위세로

거두어들인 세금은 대부분 방위력개선비로 사용되었다.9)(국방부, 1988)

따라서 방위세법이 시행되던 시기에는 다른 시기와 비교하여 방위력개선

비의 재원마련이 비교적 수월하였으므로 이 시기를 통제하여 방위력개선

비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모두 요약하여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9) ‘76∼’78년까지는 방위세로 거둬들인 세금의 100%를 방위력개선비로 사용하

였고 전체 기간으로 보면 80%가 넘는 금액이 방위력개선비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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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연구에 활용된 변수

변수 조작적 정의 자료출처

종속

변수

국방

예산

-총 정부 재정에서 전력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f년도)
국회

기획재정부
-총 정부 재정에서 방위력개선비가 차지

하는 비율(f년도)

독립

변수

(안보적

요인)

재래식

도발

-무력시위 및 유혈사태가 발생한 북한의

침투 및 국지도발 여부(f-1년도)

국방부

(국방백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성공했을

경우) 여부(f-1년도)

NTI

국방부

(국방백서)

국방
예산
차이

-남한 국방예산-북한 국방예산(f-1년도) SIPRI

독립

변수

(사회적

요인)

국내

정치

성향

-대통령의 정치성향 구분(f-1년도)

국회

-의회 다수당의 정치성향 구분(f-1년도)

복지

예산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f년도) 국회

남북

간의

우호도

-남북통합지수(경제, 사회문화의 평균치;

정치10)분야 제외; f-1년도)

남북통합지수

(통일연구소)

10)남북통합지수의 정치분야는 본 연구의 안보적 요인과 연관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분석시 제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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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조작적 정의 자료출처

통제

변수

전년도

국방

예산

-총 정부 재정에서 전력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f-1년도)
국회

기획재정부
-총 정부 재정에서 방위력개선비가 차지

하는 비율(f-1년도)

GDP

디플

레이터

-GDP디플레이터(f-1년도) KOSIS

방위세 -방위세법 시행 여부(f-1년도)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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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방예산과 안보적, 사회적 요인이 가지는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연립방정식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2stage least squares)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연구모형에 따르면 국내의 정치성향에 따라 국방예

산이 변화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복지예산도 역시 국내의 정치성

향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즉, 내생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회귀식에서 오

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이 요구된다.

[식 1] Yi = β0 +  βkⅩik + εi
(Y = 정부 재정에서 복지예산의 비율)

(Xk = 독립변수 : 65세이상 인구, 경제성장률, 전년도 복지예산)

위 식은 내생적 변수인 복지예산을 설명하는 식이다. 여기서는 복지예

산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 65세 이상 인구수, 경제성장률, 전년도 복지

예산을 사용한다.

[식 2] Yim = β0 +  βkⅩik +  βnⅩin + εi
(Ym = 정부 재정에서 전력운영비 비율)

(Xk = 독립변수 : 재래식 도발 여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여부, 국

방예산 차이, 대통령 정치성향, 국회 다수당 정치성향, 정부 재정에서

복지예산 비율, 남북통합지수)

(Xn = 통제변수 : 전년도 국방예산, GDP디플레이터)

[식 3] Yim = β0 +  βkⅩik +  βnⅩin + εi
(Ym = 정부 재정에서 방위력개선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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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k = 독립변수 : 재래식 도발 여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여부, 국

방예산 차이, 대통령 정치성향, 국회 다수당 정치성향, 정부 재정에서

복지예산 비율, 남북통합지수)

(Xn = 통제변수 : 전년도 국방예산, GDP디플레이터, 방위세)

[식2] [식3]은 각각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

을 설명한 식이다. [식1]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게 된다면 이를 이용하

여 [식2] [식3]에 적용하는 연립방정식의 형태이다.

그리고 내생성을 통제하지 않는 다중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여 내생

성을 통제한 모델의 결과와 분석하여 차이를 확인할 것이며 이것을 근거

로 본 모형의 강건성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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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술통계량 분석

1. 국방예산 비율

연구에 사용될 변수들에 대한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별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 기초적인 기술통계량에 대한 결과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정부 재정 내의 국방예산 비율을

1986년부터 2018년까지 나타낸 내용은 <표 4-1>과 같고 이를 그래프로

시각화하면 <그림 4-1>과 같이 표현된다.

그래프의 길고 짧은 막대는 각각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를 나타

낸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1986년부터 2000년도에 이르기까지 국방예

산의 비중은 전력운영비, 방위력개선비 모두 공통적으로 낮아지는 경향

을 보이고 있으며 그 이후로는 일정한 수준에서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전체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각각의 비중은 80년대 후반과 현재를

비교해보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래프의 전체적인

기울기는 각기 유사하지만 일시적으로 방향성이 다른 시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프의 변화가 일정한 수준에서 완만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극단값은 관찰되지 않는다.

자료의 기술통계량을 정리한 것은 <표 4-2>과 같다. 전력운영비가 방

위력개선비보다 1%p정도 더 높은 표준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최솟값과

최댓값의 범위도 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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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연도별 정부 재정 내 국방예산의 비율

(단위:%)

연도 계
전력

유지비

방위력

개선비
연도 계

전력

유지비

방위력

개선비

1986 30.14 19.29 10.85 2003 15.64 10.49 5.15

1987 30.51 18.66 11.85 2004 16.01 10.69 5.32

1988 31.62 19.28 12.34 2005 15.50 10.24 5.26

1989 31.29 19.38 11.91 2006 15.55 10.37 5.18

1990 29.27 18.48 10.79 2007 15.66 11.39 4.27

1991 27.64 17.99 9.65 2008 15.23 10.84 4.39

1992 25.34 16.98 8.36 2009 14.50 10.12 4.38

1993 24.23 16.56 7.67 2010 14.70 10.17 4.53

1994 23.30 16.27 7.03 2011 14.97 10.35 4.62

1995 22.16 15.70 6.46 2012 14.78 10.34 4.44

1996 21.14 15.15 5.99 2013 14.55 10.26 4.29

1997 20.41 14.52 5.89 2014 14.46 10.20 4.26

1998 20.04 14.11 5.93 2015 14.49 10.23 4.26

1999 17.17 12.00 5.17 2016 14.46 10.12 4.34

2000 16.70 10.52 6.18 2017 14.68 10.24 4.44

2001 16.35 10.81 5.54 2018 14.33 9.84 4.49

2002 15.47 10.29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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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정부 재정 내 국방예산 비율

* (좌측)전력운영비, (우측)방위력개선비

<표 4-2> 정부 재정 내 국방예산 기술통계량

(단위:%)

변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변동계수

전력운영비 13.08 3.5 9.83 19.37 26.76

방위력개선비 6.37 2.55 4.25 12.33 40.03

2. 안보적 요인

다음은 북한의 무력도발 현황을 살펴보겠다. 무력도발은 유혈사태 및

무력시위를 유발시킨 국지도발 여부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여부로 구

분하여 살펴본다. 먼저 <표 4-3>은 연도별 북한의 국지도발 내용을 정

리한 현황이다. 실제로 국민들에게 충격이 노출되었던 사건들로 요약된

것이며 이를 횟수별로 그래프로 정리하면 <그림 4-2>과 같다. 33개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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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지도발이 없었던 해는 19개년도이고 나머지 14개년도는 1회에서 3

회에 이르는 국지도발이 발생하였다. 국지도발의 횟수는 이후에 살펴볼

미사일 발사 횟수만큼이나 연도별로 그 횟수가 크게 차이나지는 않지만

같은 사건을 두고 북한의 도발로 볼 것이냐 보지 않을 것이냐 하는 연구

자마다의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 기인하는 오류를

최소화시키고자 빈도가 아닌 여부를 이용하여 모델을 해석할 것이다.

<그림 4-2> 국지도발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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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연도별 북한 국지도발 현황

(단위:회)

연도 횟수 내 용

1985 1 청사포 간첩선 격침 사건(10. 19.)

1986 1 김포국제공항 폭탄 테러(9. 14.)

1987 1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11. 29.)

1991 1 은하계곡 무장공비 침투 사건(5. 22.)

1995 1 임진강 무장공비 침투 사건(10. 17.)

1996 1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9. 18.)

1997 1 철원 GP 교전(7. 16.)

1998 3

속초 앞바다 무장공비 침투기도 사건(6. 22.),

강화도 해안 간첩선 침투기도 사건(11. 19.),

여수 해안 간첩선 격침 사건(12. 17.)

1999 1 제1연평해전(6. 15.)

2002 2
제2연평해전(6. 29.),

여수 반잠수정 격침사건(6. 29.)

2008 1 금강산 관광객 피살(7.11.)

2009 1 대청해전 발생(11. 10.)

2010 2
천안함 피격 사건(3. 26.),

연평도 포격 도발(11. 23.)

2014 2
홍시욱함 해안포의 협차 사격(5. 22.),

연천 대북전단 발원지 격파 사격(10. 10.)

2015 2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8. 4.),

서부전선 포격 사건(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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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추이는 <표 4-4>의 내용과 같

다. 미사일 발사의 경우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망라했을 때

의 현황을 알 수 있는데 실패하거나 그 여부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상

당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3>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빈도를

나타낸다. 해당 자료는 미사일 발사가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는 사례만 추

려서 나타낸 것이다.11) 본 연구에서 관찰대상이 되는 33개년도 중 절반

이 넘는 22개년도는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1개년도는 횟수

별로 차이를 보이며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졌다. 그 횟수는 1회에서부터

19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이는 특정 연도에 미사일 발사가 집중적으

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유로 특정 연도에 효과가 과

대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미사일 발사의 빈도가 아닌

여부를 가지고 변수를 설정하였다. 이를 나타내는 빈도분포표는 <표

4-5>와 같다.

북한의 핵실험은 지금까지 총 6차례 발생하였다. 2006년, 2009년, 2013

년, 2016년, 2017년 총 5개년에 핵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중 2016년에는 2

차례(4차, 5차) 일어난 바 있다. 이들 기간은 모두 미사일 발사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연도에 해당된다.

11) NTI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1984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는 총 154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이중 123회는 성공이라고 평가된다.

나머지 28회는 실패, 3회는 결과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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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연도별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실험 추이

(단위:회)

연도 핵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

실패 성공 미확인 계

1984 - 3 3 - 6

1986 - - - 1 1

1990 - 1 1 - 2

1991 - - 1 - 1

1992 - 1 - - 1

1993 - - 3 1 4

1998 - 1 - - 1

2006 1 1 6 - 7

2009 1 1 7 - 8

2012 - 1 1 - 2

2013 1 - 6 - 6

2014 - - 19 - 19

2015 - 2 13 - 15

2016 2 10 14 - 24

2017 1 6 14 1 21

2019 - 1 26 - 27

2020 - - 9 - 9

* 출처: NTI(CNS North Korea Missile Testing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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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미사일 발사 실험 횟수

<표 4-5> 북한 도발 빈도분포표

미사일 실험 빈도 백분율(%) 누적빈도 누적백분율(%)

0 22 66.67 22 66.67

1 3 9.09 25 75.76

3 1 3.03 26 78.79

6 2 6.06 28 84.85

7 1 3.03 29 87.88

13 1 3.03 30 90.91

14 2 6.06 32 96.97

19 1 3.03 33 100

국지도발 빈도 백분율(%) 누적빈도 누적백분율(%)

0 19 57.58 19 57.58

1 7 21.21 26 78.79

2 6 18.18 32 96.97

3 1 3.03 3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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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변수는 남북 간 국방예산의 차이이다. 국방예산은 SIPRI에서 발

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자료는 자국의 화폐단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달러로 환산하여 비교

할 것이다. 환율은 KOSIS에서 집계한 통계를 활용하여 적용한다. 북한

의 국방예산 자료는 연구대상 기간 중 3개의 관찰점12)에 대해서 결측치

가 존재하였는데 해당 자료는 그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보정하여 연구

에 활용하였다.13) 이상의 내용을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살펴보면 <그림

4-4>와 같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도 초까지의 기간과 2000년대

후반 중 일부 기간은 차이가 좁혀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대체로 남북 간

예산의 차이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 확인 전 가졌던

우려와는 달리 특별한 극단값은 관찰되지 않았다. <표 4-6>에서와 같이

변동계수는 59.3으로 종속변수보다 변동의 크기는 더 큰 것으로 관찰된

다.

<그림 4-4> 남북 간 국방예산의 차이

12) 1986년, 1995년, 1997년도 결측치 발생.
13) 다양한 결측치 보정방법이 있지만 북한의 국방예산 역시 점증적으로 절대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 전년도 예산으로 보정하는 방법을 선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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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남북 간 국방예산 차이 기술통계량

(단위:십만달러)

변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변동계수

남북 간 국방예산 19,070 11,308 3,728 41,023 59.3%

3.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 중 하나로 국회 다수당과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진보

와 보수, 2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범주형 변수로 다룬다. 연구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12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의 내용과 역대 대통령의 성향을

정리하면 <표 4-7>와 같다. 해당 변수가 F-1년을 기준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감안해보면 연구대상 기간 중 국회 다수당의 비율은 진보와 보수가

각각 6회(18.2%), 27회(81.8%)이며 대통령의 성향은 진보와 보수가 각각

11회(33.3%), 22회(66.7%)이다. 둘 모두 보수적 성향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국회의 다수당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

인다.

복지예산 변수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

국방예산과 동일하게 총 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변수로 활용하

며 연도별 각각의 내용은 <그림 4-5>에서 보는바와 같다. 앞서 살펴봤

던 국방예산과는 반대의 기울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 1980년대 중반에는

3%에도 미치지 못하던 예산이 2018년에 이르러서는 12%가 넘는 수준까

지 향상되었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

정년도에 예산이 큰 폭으로 향상되거나 축소된 모습은 관찰되지 않는다.

변동계수는 43.64%로 종속변수인 국방예산보다는 좀 더 큰 값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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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국회 다수당 및 대통령의 정치성향

기 간 다수당 구 분 대통령 구 분

12대 ‘85∼‘88 민주정의당 보수 전두환(∼‘88) 보수

13대 ‘88∼‘92 민주정의당 보수
노태우(∼‘93) 보수

14대 ‘92∼‘96 민주자유당 보수
김영삼(∼‘98) 보수

15대 ‘96∼‘00 신한국당 보수
김대중(∼‘03) 진보

16대 ‘00∼‘04 한나라당 보수
노무현(∼‘08) 진보

17대 ‘04∼‘08 열린우리당 진보

이명박(∼‘13) 보수
18대 ‘08∼‘12 한나라당 보수

박근혜(∼‘18) 보수
19대 ‘12∼‘16 새누리당 보수

문재인(∼‘22) 진보20대 ‘16∼‘20 더불어민주당 진보

출처: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그림 4-5> 정부 재정 내 복지예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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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정부 재정 내 복지예산 기술통계량

(단위:%)

변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변동계수

복지예산 7.08 3.09 2.9 12.80 43.64

남북통합지수는 정치 부문을 제외한 경제, 사회문화 두 부문의 지수를

합하여 변수로 활용한다. 남북통합지수는 1989년 이후부터 지수가 측정,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앞선 3개년도(F-1 기준이므로)의 결측치가 발생한

다. 이는 앞서 사용했던 결측치 보정방법과 동일하게 최빈값을 이용하여

보정하도록 한다. 이를 정리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4-6>와 같

다. 남북통합지수로 살펴본 남북 관계는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시

기별로 특별한 이벤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

수로 보았을 때 남북 간의 관계가 가장 우호적이었던 해는 2007년이다.

2007년에는 2000년 이후로 7년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었고 불안

정한 남북관계가 예측가능한 영역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었다. 하지

만 다음해인 2008년 이후로는 남북 교역액, 대북 투자가 대폭 축소되었

고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남북관계가 보다 경색되어 지수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대체로 지수의 평균점인 2000년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관계가 이전보다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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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남북통합지수(경제, 사회문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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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모형 분석

1. 전력운영비 분석

1) 다중회귀분석

먼저 내생성을 통제하지 않은 다중회귀분석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4-9>와 같다. 여기서의 종속변수는 정부 재정 내에서 차지하는 전

력운영비의 비중이며 독립변수로는 안보적 요인 3개, 사회적 요인 4개가

사용되고 2개의 통제변수를 두었다.

안보적 요인의 변수들을 살펴보면 5%의 신뢰수준 하에서 연구가설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했던 안보

적 요인에는 전력운영비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사회적 요인 중 대통령의 정치성향을 독립변수로 분석한 회귀계수의

p-value 값은 0.0355로 5%의 신뢰수준 하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때 회귀계수의 추정값은 –0.73이다. 해당 변수는 대통령의 정치성

향이 보수일 때 0, 진보일 때 1의 값을 갖는 가변수이므로 다른 모든 변

수들이 통제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정치성향이 진보일 때 전력운영비의

비율은 0.73%정도 줄어든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 외 국회 다수당의 정

치성향, 정부 재정 내 복지예산의 비율, 남북통합지수를 독립변수로 분석

한 내용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찾지 못하였다. 그 중 국회 다수당의 정

치성향이나 남북통합지수는 가설단계에서 생각했던 변수 간 영향의 방향

성도 서로 다르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통제변수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를 찾아내기

위한 통제는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 전력운영비와 GDP디플

레이터 모두 5% 신뢰수준 하에서 유의미한 통제변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예산편성의 점증적 혹은 점감적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과, 민간재가

전력운영비의 국방재보다 상대적으로 물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을 짐작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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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전력운영비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추정된
회귀계수

표준오차 t Value Pr > |t|

안

보

적

요

인

국지도발 여부 -0.18 0.17 -1.08 0.2934

미사일 발사

여부
0.16 0.20 0.77 0.4494

남북 국방예산

차이
0.01 0.01 1.89 0.0716

사

회

적

요

인

대통령의

정치성향
-0.73 0.33 -2.23 0.0355*

국회 다수당의

정치성향
0.44 0.36 1.23 0.2320

복지예산 -0.02 0.09 -0.20 0.8406

남북통합지수 -0.01 0.01 -0.97 0.3436

통

제

변

수

전년도

전력운영비
0.41 0.12 3.32 0.0030**

GDP디플레이터 -0.12 0.03 -4.48 0.0002**

* p<0.05, ** p<0.01



- 61 -

1) 2stage 모델 분석

다음은 다중회귀모델 내의 내생성을 통제한 분석의 결과이다. 결과는

<표 4-10>과 같다.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전년도 복지예산을 독립변

수로 둔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데 총 3개의 독립변

수 중 전년도 복지예산과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회귀계수 추정값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복지예산에 대한 p-value는

0.00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0.05하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

으며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인구의 경우 p-value는 0.0289로 나타나 유

의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복지예산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

수를 확인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2stage 분석을 시도해볼 수 있겠다.

2stage 분석에 대한 결과는 표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실시한 다중회귀분석과 회귀계수와 p-value의 값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분석의 최종 결과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결국 다중회귀분석과 2stage 모델의 분석을 통해 전력운영비에 대한

영향 중 유의미하게 확인되는 것은 대통령의 정치성향에 따른 변화이며

나머지 변수들의 영향력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

다.

내생성을 통제한 분석에서도 그렇지 않은 분석과 비교하였을 때 차이

가 크지 않은 결과값을 얻었고 그것으로 보아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

모형이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결과값이 강건하다

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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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전력운영비 2stage 모델 분석 결과

종속

변수
변 수

추정된
회귀계수
(표준오차)

t Value Pr > |t|

복

지

예

산

65세 이상 인구
0.01

(0.01)
2.30 0.029*

경제성장률
0.01

(0.03)
0.33 0.746

전년도 복지예산
0.73

(0.12)
5.90 <.0001**

전

력

운

영

비

안

보

적

요

인

국지도발 여부
-0.17

(0.16)
-1.06 0.3002

미사일 발사 여부
0.15

(0.20)
0.74 0.4688

남북 국방예산 차이
0.01

(0.01)
1.96 0.0628

사

회

적

요

인

대통령의 정치성향
-0.74

(0.32)
-2.30 0.0306*

국회 다수당의

정치성향

0.47

(0.32)
1.45 0.1602

복지예산
-0.01

(0.09)
-0.09 0.9262

남북통합지수
-0.01

(0.01)
-0.97 0.3424

통

제

변

수

전년도 전력운영비
0.41

(0.12)
3.40 0.0025**

GDP디플레이터
-0.11

(0.03)
-4.57 0.00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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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위력개선비 분석

1) 다중회귀분석

정부의 총 재정 내에서 방위력개선비의 비율을 종속변수로 둔 두 번

째 모형에서의 독립변수는 전력운영비를 분석했을 때의 것과 동일하다.

다만 통제변수의 경우 방위세의 여부를 포함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4-11>과 같다.

변수별 결과를 살펴보면 전력운영비를 분석했던 결과와는 달리 안보

적, 사회적 요인으로 사용되었던 변수 중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된 것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본 연구에서 제시했던 가설 중 방위력개선비에

해당하는 것들은 모두 기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일하게 통제변수로

사용되었던 전년도 방위력개선비, GDP디플레이터, 방위세 여부 변수만

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력운영비와 마찬가지로 방위력개

선비 역시 점증적 혹은 점감적 형태로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GDP디플레이터에 대응되는 회귀계수의 방향성이 전력운영비와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방위력개선비에 사용되는 비용의 성격이

전력운영비에 사용되는 비용 보다 물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위세와 관한 부분은 짐작했던 바와 같이 방위세 폐지 이후

의 방위력개선비는 비교적 축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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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방위력개선비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추정된
회귀계수

표준오차 t Value Pr > |t|

안

보

적

요

인

국지도발 여부 0.24 0.16 1.49 0.1507

미사일 발사

여부
0.10 0.21 0.49 0.6283

남북 국방예산

차이
-0.01 0.01 -0.92 0.3670

사

회

적

요

인

대통령의

정치성향
-0.06 0.29 -0.21 0.8344

국회 다수당의

정치성향
0.32 0.35 0.92 0.3700

복지예산 0.06 0.09 0.66 0.5131

남북통합지수 -0.01 0.01 -1.33 0.1968

통

제

변

수

전년도

방위력개선비
0.59 0.10 5.87 <.0001**

GDP디플레이터 0.06 0.02 2.58 0.0172*

방위세 여부 -1.91 0.40 -4.76 <.00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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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stage 모델 분석

방위력개선비를 종속변수로 둔 2stage 모델 분석에 대한 결과는 <표

4-12>와 같다. 복지예산에 대한 부분은 전력운영비에서 언급한 바와 동

일하다. 방위력개선비에 대한 분석결과도 역시 내생성을 통제하지 않은

다중회귀모델과 2stage 모델의 결과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다.

방위력개선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독립변수들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고 이것은 방위력개선비가 단기적으로 단일 요인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력운영비는 대통령의 정치성향

에는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방위력개선비의 경우

에는 그렇지 않았다. 또한 동일한 변수라고 할지라도 전력운영비와 방위

력개선비에서 각각 다른 방향성을 띤 변수들도 확인이 가능하다. 결국

큰 틀에서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는 각각 점증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전력운영비와 마찬가지로 방위력개선비의 경우 내생성 통제 유무를

떠나 결과가 유사하고 일관되게 도출되었으며 이는 결과의 강건성을 확

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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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방위력개선비 2stage 모델 분석 결과

종속

변수
변 수

추정된
회귀계수
(표준오차)

t Value Pr > |t|

복

지

예

산

65세 이상 인구
0.01

(0.01)
2.30 0.029*

경제성장률
0.01

(0.03)
0.33 0.746

전년도 복지예산
0.73

(0.12)
5.90 <.0001**

방

위

력

개

선

비

안

보

적

요

인

국지도발 여부
0.23

(0.16)
1.44 0.1649

미사일 발사 여부
0.09

(0.21)
0.45 0.6584

남북 국방예산 차이
-0.01

(0.01)
-1.23 0.2305

사

회

적

요

인

대통령의 정치성향
-0.07

(0.28)
-0.27 0.7917

국회 다수당의

정치성향

0.29

(0.28)
1.02 0.3182

복지예산
0.09

(0.09)
1.04 0.3096

남북통합지수
-0.01

(0.01)
-1.26 0.2223

통

제

변

수

전년도 전력운영비
0.59

(0.10)
5.90 <.0001**

GDP디플레이터
0.06

(0.02)
2.60 0.0163*

방위세
-1.93

(0.39)
-4.90 <.00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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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분석 결과 및 함의

1. 연구 결과의 요약

최근 한국의 재정관련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안들이 세간의 이목을 끌기 시작하였다. 그중 한국만의 독특한 환경으

로 그 중요성을 지지받는 국방예산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따라서 “어떠한 요인이 한국 국방예산의 변화를 만들어내

는가?”를 연구문제로 삼아 크게 독립요인을 안보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

로 구분하여 모형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국방예산

은 그 성격에 따라 전력운영비, 방위력개선비로 구분하였다.

안보적 요인은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다양한 변수들로 구성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변수들을 찾

기 위해 국방예산관련 이론에서부터 실증적으로 수행된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보았고 최종적으로 북한의 국지도발 여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여부, 남북 간의 국방예산의 차이를 변수로 모형을 구성하였다.

전통적으로 국방예산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안보적 요인 중 하나는

대결되는 국가와의 군비경쟁 여부이다.(Glaser, C. 2000, Perlo-Freeman,

S. 2020, Richardson, 1960, Smith, 2020) 군비경쟁의 원인과 그 과정은

학자들마다의 견해가 서로 다르지만 군사적으로 대결구도에 있는 상대국

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어떠한 과정에서든지 결국 양국의 군비는 경

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에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한 상황이다. 이 부

분을 한국적 상황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군비경쟁 모델 이외에는 안보적 요인과 관련하여 국방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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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 공통된 이론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별로 지닌 지역적, 제도적

특징에서 그 변수들을 찾아야 했다.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

에서 다른 국가들과 쉽게 대별될 수 있는 특징은 주기적으로 무력도발이

자국의 영토내에 발생되고 있다는 점, 북한이 한국은 따라할 수 없는 비

대칭 전력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이 한국의

국방예산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고유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

하였다.

국방예산은 안보적 요인으로만 움직이지는 않는다. 국방예산 또한 다

양한 정부의 예산들 중 하나이므로 여러 정치, 경제, 사회적 현안들과 상

호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쉽게 구분짓기 위해 안보적 요인을 제

외한 다른 모든 요인들을 사회적 요인으로 통칭하고 있다. 사회적 요인

으로 가장 먼저 내세웠던 가설은 국방예산이 국내의 정치적 상황과 연관

되어 움직일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북한

과의 관계가 비교적 원만하거나 어려워지고는 했다. 대체로 보수적 정권

이 북한에 강경한 입장이었다면 진보적 정권은 그보다 다소 감정이 억제

된 모습으로 북한과 관계를 맺어왔다. 이러한 정권의 태도는 국방예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 사회적 요인의 첫 번째 가설이었다.

두 번째 가설은 국방예산이 정부의 다른 예산들과 특정한 인과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한다. 그 중 과거부터 오랫동안 그 논의가

지속되어왔던 Guns and Butter 문제를 살펴보았다. 국방예산이 사회복

지예산과 trade-off관계에 있다는 이론적 담론이 형성된 가운데(Poast,

P. 2019, Panagariya, Shibata, 2000, Treddenick, 1996) 많은 연구자들이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지만 시기와 장소에 따라 서로 상반된 결론을 도

출하여왔다. 따라서 전통적인 Guns and Butter 문제가 최근 한국의 국

방예산에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여러 변수들 보다 남북간의 관계를 정확히 설명해주

는 지수가 있고 그 지수가 국방예산 또한 정확히 설명해준다면 이는 가

장 편리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다양한 실증적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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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지수를 도입하여 분석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다양한 지수에는 나름의 단점이 존재하여 연

구에서 말하는 독립요인의 개념을 명확히 대체하는 지수를 찾기란 사실

상 제한된다. 때문에 일반성 보다는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어 남북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남북통합지수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 활용하였고 다

른 변수들과 상관관계를 일으킬 수 있는 정치분야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

지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들을 종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

선비의 결과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먼저 전력운영비는 사회적 요인

의 국내 정치성향을 설명하는 변수 중 대통령의 정치성향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회귀계수는 –0.74이고 이는 5%의 신뢰수

준하에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대통령의 성향이 보수일

경우 보다 진보적일 경우 정부의 재정에서 전력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

이 약 0.74% 줄어든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대상 기간 중 전력운영비

의 평균적 비중이 13.08%이고 표준편차가 3.5%임을 감안해본다면 무시

할 수 있을 만큼 적은 수치는 아니다. 결국 국내의 정치적인 상황이 실

제로 국방예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

이다. 하지만 방위력개선비에는 해당 변수가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보수적 정권이 국방예산에 더 많은

투자를 실시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전력운영비에 한해서 유효하다고 보

여진다. 오히려 진보적 정권이 상술된 통념을 뒤엎고자 의도적으로 방위

력개선비를 보다 증가시키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한다.(정진우, 2021) 실

제 국민들이 인식하는 국방예산의 쓰임새는 전력운영비 보다 방위력개선

비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의식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해석도 가능하다.

반면 국방예산을 설명하기 위해 내세웠던 나머지 안보적 요인과 사회

적 요인은 통계적으로 그 유의미성을 찾을 수 없었다. 이는 연구자로서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이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했던 연구가설들을 통계적

으로 그 가능성을 뒷받침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한국

의 국방예산은 북한과의 무력 마찰이나 국방예산의 차이, 그리고 남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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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기적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정부 재정 내 복지예

산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통제변수로 제

시했던 전년도 국방예산(전력운영비, 방위력개선비 각각), GDP디플레이

터, 방위세(방위력개선비에만 해당)에는 유의미한 반응을 보였고 이는 연

구모델 설계 당시에 내세웠던 통제변수들이 적절히 특정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 결과의 함의

연구의 시작점에서 던졌던 질문을 조금 달리하여 이렇게 생각해보자.

“국방예산은 어떠한 변수에 영향을 받아야 하는가?” 이는 현상 설명이

아닌 당위성이 중심이 된 질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모든

요인들보다 안보적 요인이 먼저 떠오른다. 국방예산 본연의 기능은 국가

와 국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료적 성격을 지닌 비용이고 적정

한 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가 국가가 노출된 위협의 정도이기 때문이

다. 최초의 국방예산은 이러한 매커니즘으로 편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했던 안보적 요인에 속한 변수들은 국방예산

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때문에 이를 그대로 해석하여 한국

의 국방예산이 안보적 요인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결론지어서는

곤란하겠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안보적 요인의 변수들이 한국이 처한

안보적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이들 변수는 비교

적 단기간의 안보적 상황을 보여준다는 한계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예산의 편성과정은 국방중기계획과 국가재정운영계획, 국방예산서

등의 과정을 거쳐 짧게는 2년, 길게는 7년 뒤를 바라보며 이루어진다. 그

리고 그를 뒷받침하는 국방정책은 10년, 20년 뒤를 예상하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기간의 실제적인 변수보다 장기간 예상되는 변수에 따라 움직

인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다만 장기간 예상되는 변수를 실제

로 측정하고 국방예산과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는 것은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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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첫 번째 함의

는 국방예산이 단기적인 안보적 상황에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여

기서 제시했던 안보적 시계보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움직인다고 예상

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방예산이 단기적인 상황에 반응한 변수가 있는데 그것은 대통

령의 정치적 성향이다. 일반적인 통념대로 보수적인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진보적인 대통령보다 전력운영비의 지출폭이 더 커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해볼 지점이 있다.

먼저 전력운영비가 대통령의 정치성향에는 반응하였지만 국회 다수당

의 정치성향에는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예산은 행정부에서 예

산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보여지는 정치적 색깔과 국방예산의 변화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최소한 국방예산에 있어서 만큼은 국회의 심의과정이 큰 영

향을 주지 못한다고도 볼 수 있다.

또 하나 눈여겨 볼 지점은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이 전력운영비에는

반응하였지만 방위력개선비에는 반응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대통령

의 보수적 성향으로 전력운영비의 비중이 높아질 수는 있으나 실제 전투

력의 증강을 야기시키는 방위력개선비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전력운영비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부대 훈련비용이나 시설물 유

지 등 상대적으로 단기간 가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비용들이다. 반면

방위력개선비는 무기체계 개발이나 구매 등 비교적 장기간의 계획을 바

탕으로 움직이며 쉽게 변화하기 힘든 비용이다. 따라서 단기간의 정치적

변화가 방위력개선비에 영향을 주기는 힘든 것으로 보여지며 진보적 대

통령이 집권하였더라도 방위력개선비에 대해서는 소극적 입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의 차이는 통제변수의 방향성으로도 확인

이 가능하다. 연구에서 제시했던 통제변수 중 GDP디플레이터는 물가수

준을 나타내며 경제학적 관점에서 국방예산을 바라보았던 많은 이론들과

같이 일반적인 민간재와 국방재를 구분하고 이들의 상대적 가치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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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전력운영비는 GDP디플레이터와 음

의 방향성을 보이고 방위력개선비는 양의 방향성을 보인다. 이는 같은

국방재화 내에서도 물가수준에 있어서 전력운영비는 민간재와 반대 방향

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방위력개선비는 민간재와 유사한 방향의 성격

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마지막 함의점은 국방예산의 경직성이

실제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모형에서 사용된 대다수의 독립변수들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지만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모

두 공통적으로 전년도 예산은 다음연도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전년도 예산은 두 개의 종속변수와 모두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연구 설계 당시 고려하였던 예산의 점증적, 점감적 행태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어찌보면 현대의 관료제하에 나타나는

예산과정의 비합리적 현상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한 번 형성된 예산은 일

종의 관성을 가지고 큰 변화를 허용하지 않으며 다음해에 새롭게 편성된

다. 예산의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제로 필요한 상황에 따라 예산

이 변화될 수 없고 관습처럼 이어지는 것이다. 적어도 국방예산에서 만

큼은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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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발전방향

먼저 본 연구는 한국의 국방예산의 변화에 집중한 것으로 일반적인

국방예산에 대한 움직임을 설명하기에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동

일한 내용을 다른 국가에 적용시켜 볼 때나 연구를 발전시키는 확장성에

도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시기가 다소 짧다는 문제점이 있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1986년부터 2018년까지로 총 33개년도를 대상으로

한다.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변수들의 자료가 허용하는 최대치의 기

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절대적 시계열은 다소 짧게 보여진다. 이는 회

귀분석의 정확도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추후에 보다 더 많은 시

기의 자료들이 수집된다면 또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본 연구의 또 다른 한계점은 국방예산을 설명하는 안보적 변수를 확

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적 특성에 맞는 안보적 변수들을 선별하여

모델을 설정하였지만 종속변수를 설명해내지는 못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방예산은 단기적인 안보적 변수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

럼 보여지며 보다 장기적으로 안보적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를 개

발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이 보완된다면 본 연구는 예산편성 과정의 당위성을 논할 수 있

는 기초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국방예산이 그 존재 목적인 국

가 외부로부터의 위협이나 안보적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극

단적으로 국내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문제에만 주로 의존된다면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 문제점이 있음을 의심해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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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is currently called the only divided country in the

world and maintains a sharp military confrontation with North Korea.

In addition, geopolitical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multiple

countries is intensifying around the Korean Peninsula. Korea is using

a considerable defense budget to prepare for these various threats.

Despite various social issues, Korea’s defense budget is an

indispensable cost in light of geographical and historical

circumstances, and it occupies a large part of the government's

finances and is attracting public attention, so a lot of effort is needed

to understand it.

This study focuses on examining what factors make a difference in

Korea's defense budget. At this time, the change in the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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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get, which is a dependent variable, is subdivided into changes in

power maintenance costs and changes in power improvement costs.

Independent variables are largely divided into security and social

factors. Security factors can be composed of various variables

according to the researcher's perspective. In this study, various

studies empirically conducted from the theory of defense budget were

examined to find the most commonly recognized variables, and finally,

a model was constructed with variables such as whether North

Korea’s armed provocation, nuclear tests and missiles, and differences

in defense budgets between the two Koreas.

As independent variables constituting social factors, the president's

political orientation,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the maj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proportion of welfare budgets within the

government's finances, and the inter-Korean integration index were

used. Among them,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attempted using

the two-stage least squares model to control the welfare budget as

an endogenous variable.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results of the power maintenance

costs and the power improvement costs were somewhat different.

First, it was found that power maintenance costs were affected by

the president's political orientation among variables explaining the

domestic political orientation of social factors. The estimated

regression coefficient was -0.74, which showed that it was significant

below the confidence level of 5%, which can be interpreted as about

0.74% reduction in the proportion of power maintenance costs in the

government's finances if the president's tendency is more

progressive.

On the other hand, the remaining security and social factors that

were put forward to explain the defense budget could no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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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is a bit disappointing as a researcher,

but it means that the research hypotheses presented in this study

cannot statistically support their potential.

Another point to note is that the president's political tendency

reacted to power maintenance costs, but did not respond to power

improvement costs. This means that the president's conservative

tendency may increase the proportion of power maintenance costs,

but does not affect the power improvement costs, which causes an

increase in actual combat power. These are costs that can move

variably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such as additional

training expenses and facility maintenance, considering the feature of

power maintenance costs. On the other hand, power improvement

costs are difficult to change easily, moving based on relatively

long-term plans such as development or purchase of weapons

systems. Therefore, it seems difficult for short-term political changes

to affect power improvement costs, and even if a progressive

president takes power, he does not take a passive position on power

improvement costs.

In addition, the rigidity of the defense budget was actually

confirmed. The previous year's budget was found to have an effect

on the next year's budget, in common with both power maintenance

costs and power improvement costs. The previous year's budget

show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both dependent variables, so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incremental or decremental behavior of the

budget considered at the time of research design actually exists. In a

way, this can be regarded as an irrational phenomenon in the budget

process under the modern bureaucracy. Once formed, the budget has

a kind of inertia, does not allow major changes, and is newly

organized the following year. In situations where budget liquidity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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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fficient, the budget cannot be changed according to the actual

necessary circumstances and continues as a custom.

keywords : national defense budget, power maintenance costs,

power improvement costs, armed rate, incremental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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