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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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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NSC)의 일본판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베의 지론이었지만, 1년의 단명으
로 끝난 제1차 아베 내각에서는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2020년 9월 16일 아베 정권의 정책 계승을 표방하면서 출범한 스가 요시히데

2009년 9월부터 3년 3개월 정도 집권했던 민주당 정권을 거쳐 2012년 12월

내각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침체한 경제 회생이라는 난제에 직면했지만, 총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일본판 NSC 설치를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었는

리의 정치적 리더십은 실종되어 내각 지지율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데, 그 뒤에는 두 가지 상황적 요인도 작용했다. 하나는 2012년 9월 일본 정부

일본의 감염자는 37만명을 넘어 미국(약 2560만명, 1월 28일 현재)의 약

가 센카쿠열도 세 개 섬을 국유화하자 이에 반발한 중국 정부의 공선(公船)

70%에 육박해 감염을 우려하는 일본 국민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특

들이 일본 영해를 침범하거나 접근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을 들 수

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은 인구 천 명당 병상 수가

있다. 2013년 1월 중국해군 함정이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레이더를 조사

13으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

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11월 중국 정부가 동중국해 상공에 새로운 방공

며(아사히신문, 2021년 1월 16일), 지난해 여름 개최 예정이었다가 1년 연기

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던 것도 NSC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절호의 기

된 도쿄하계올림픽의 개최 자체도 불투명한 상태다.

회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본의 방위비는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각의

다른 하나는 2013년 1월 아베 총리의 동남아시아 순방 중 알제리 무장 세력

에서 결정된 2021년도 예산안을 보면 3년 연속 100조 엔을 넘어 사상 최대 규

에 의한 일본인 납치사건이 발생해 일본인 10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했

모인 106조 6천억 엔에 달했다. 그렇지만, 예산안의 40%가 넘는 43조 6천억

을 때 현지 정보수집과 분석, 초동대응 등에 문제가 발견되었던 것이다. 아베

정도를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해야 하지만, 방위비는 5조 3,433억 엔에 달해

총리는 2월 15일 NSC 창설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구성해 작업을 본격적으로

2012년 12월 아베 제2차 내각이 출범한 이후 2013년부터 9년 연속 증가해 역

추진해 12월 4일 NSC가 만들어졌다. 제1차 정권 때 아베 총리가 처음 구상

대 최다를 경신했다. 일본의 방위비가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을 발표하고 7년이 지나 실현된 것인데, 12월 4일 첫 번째 NSC 회의가 열린

은 약 0.9%에 지나지 않지만,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방위비가 증가하고 있

데 이어 17일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대하여(국가안전보장전략)’라

다. 또한 방위정책을 포함해 국가안보와 관련한 제도와 정책에도 주목할 만

는 정책문서를 채택했다.

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총리는 매년 초에 소집되는 통상국회에서 1년간의 정부 기본방침과
정책을 설명하는 시정방침연설을 하며, 임시국회나 특별국회가 열릴 때에는

아베의 외교·안보정책 유산
전후 일본의 국가적 틀을 정립했다는 요시다 시게루를 제외하면 한 번 재임
했던 총리가 다시 총리가 된 사례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유일하다. 2006년 9

II

국정을 책임진 총리로서의 자세나 국정방침, 중점과제를 소신표명연설을 통
해 제시한다. 그렇지만 외교와 방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국가안전보
장과 관련한 기본 이념이나 전략 등을 문서화해 발표하지는 않는다.

월 만 52세에 전후 총리 가운데 최연소이자 전후세대로서는 처음으로 총리가

NSC는 1956년 국방정책에 관해 총리에게 자문하는 기관으로 내각에 설

된 아베는 9월 29일 국회소신표명연설에서 외교안보정책의 신속한 결정을 위

치되었던 ‘국방회의’를 확대해 만들어진 ‘안전보장회의’(1986년)를 대체하는

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총리 관저가 컨트롤타워 역할

것이지만, 이전과 달리 NSC에는 이를 보좌하는 국가안전보장국(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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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Secretariat)이 내각관방에 신설되어 총리관저의 컨트롤타워 기능

아,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인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고 지적

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1

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년 정도’를 염두에 두고 처음 만들어진 국

국가안전보장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국가안보의 기본이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가안전보장전략은 ‘외교정책과 방위정책을 중심으로 한 국가안전보장의 기
본방침’을 규정한 문서이다. 여기서 일본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에 이어 한
국을 두 번째로 언급하면서 일본의 ‘안전보장에 매우 중요한 한국과 긴밀하

“우리나라는 전후 일관해서 평화국가로서의 길을 걸어왔다. 전수방위를 관철하고 타국
에 위협을 줄 것 같은 군사대국은 되지 않으며, 비핵3원칙을 지킨다는 기본방침을 견지해
왔다.(중략) 우리나라는 앞으로의 안전보장환경 하에서 평화국가로서의 길을 계속해서 견
지하고, 또한, 국제정치경제의 주요 플레이어로서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
의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안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면서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 확보를 위해 지금까지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여해 갈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가 내걸어야할 국가안전보장의 기본이념이다.”

게 연계’하는 것이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며, 이
를 위해 미래지향의 한일관계를 구축하고 안전보장협력기반을 강화한다고
언급한 것은 한일관계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
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최근의 한일관계를 보면 강제동원피해자(징용공) 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역사문제에서 무역이나 안보 분야로까지 갈등이 확대
되어 선장도 나침반도 없이 망망대해를 떠도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 문서에 제시된 ‘적극적 평화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는 않지
만,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법의 지배’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내걸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해가겠다는 것
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상의 과제나 목표 달성을 위해
서는 일본 스스로의 능력과 역할을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
라,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하면서 각국과의 협력관계를 확대·심화시킬 필요
가 있다고 강조했다.

필요하다면서 보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한국, 오스트레일리
1. 2
 014년 1월 14일 총괄조정, 정책1, 2, 3반, 전략기획 및 정보 등 6개 반으로 설립된 국가안전보장
국에 2020년 4월 1일 경제반이 추가되었다.
4대신회의
등 사무와
의안 작성

IV

정책1
(8명)

미국, 유럽,
호주, 인도,
아세안

역사를 돌이켜보면, 일본의 외교안보(방위)정책은 한반도의 정세변화와 밀접
한 연관성을 가지면서 변화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일본은 연합국(미국)의 점령하에 놓였는데, 연합국
은 ‘비군사화’와 ‘민주화’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 연합국은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제국 일본의 군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 내외 국가와의 신뢰·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총괄조정
(19명)

일본의 패전과 점령, 그리고 한국전쟁

정책2
(8명)

중국, 한국,
북한,
러시아

정책3
(7명)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전략기획
(8명)

집단적 자
위권 등 중
장기 목표

정보
(11명)

각 성청 정보
부문과의
연락 조정

출처: 日本経済新聞, 2014.1.26 ; 日本経済新聞, 2020.4.1.

경제
(20명)

경제, 기술,
사이버,
감염증 등

과 정부 지도자들의 전쟁책임을 단죄하기 위해 도쿄재판을 설치했으며, 1946년
11월 공포되고 이듬해 5월부터 시행된 일본 헌법은 제9조에서 전쟁 포기와 함
께 전력(군대)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1949년 10월 중국 대륙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고 1950년 6월 한국전쟁
이 발발하면서 미국의 대일 점령정책은 크게 변화화기 시작했다. 냉전의 관점
에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 미국은 일본과의 강화조약을 서
둘러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국과 일본 간의 강화조약이 체결되었
다. 동시에 미국은 일본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으며, 1952년 4월에는 두 조약
이 정식으로 발효되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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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전쟁 발발 직후 미국의 요청에 따라 경찰예비대가 창설되었으며,

불구하고 증가일로의 방위비와 방위력 정비에 대한 국내외의 불만과 비판을

1954년 6월 9일 방위청설치법과 자위대법이 공포되고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고려한 것이었다. 1976년 방위대강 이전에는 잠재적인 적대국의 의도와 능력,

방위청(2006년 12월 방위청설치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가결,

즉 위협의 정도에 따라 방위력의 규모를 정한다는 ‘소요방위력’ 개념에 입각해

성립해 2007년 1월 9일 방위청은 현재의 방위성으로 승격됨)과 자위대가 만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방위력정비계획에 따라 무기와 장비를 조달함에 따라

들어졌다.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당시의 일본이 처한 상황에서 안보는 미국

일본의 방위예산은 크게 증가했다.

에 의존하면서 경제와 통상을 중시라는 정책노선을 선택했는데, 1955년 자민

특히, 나카소네 야스히로 방위청 장관 때 만들어진 제4차 방위력정비계획

당 결성 이후 하토야마 이치로나 기시 노부스케 총리처럼 개헌과 재군비 시

(1972-1976년)에서는 “제한된 직접침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방위력으로

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시도는 모두 좌절되고 요시다 노선은 전후

우선 대처하고 우리나라 주변에서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의 항공우세, 제해

일본의 기축(基軸)이 되었다.

(制海)를 확보”할 것이 기본구상으로 제시되어 방위예산은 제3차 방위력정
비계획(1967-1971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해 군국주의 부활이라는 주변국의

‘국방의 기본방침’에서 ‘방위계획의 대강’

우려를 초래하기도 했다.

1957년 5월 기시 노부스케 총리 재임 중에 제정된 ‘국방의 기본방침’은 직접

그런 의미에서 주변국의 군사적 능력을 위협으로 보았던 ‘소요방위력’ 구상과

및 간접 침략의 방지와 배제라는 국방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유엔 활동의 지지,

달리 ‘기반적 방위력’ 구상은 데탕트와 이로 인한 위협 저하, 평시 태세를 정세

애국심 고양과 국가안보 기반 확립, 효율적인 방위력의 점진적인 정비, 미일

인식의 기초로 했던 방위정책의 새로운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안보체제를 기조로 외부 침략에 대처 등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기시 총리

방위대강은 기본적으로 10년을 염두에 두고 방위력 구상과 이에 따른 방위

는 자주방위의 신봉자였지만, 미국의 반발을 고려하여 A4 한 장도 되지 않는

력 수준(병력과 무기 및 장비)을 규정한 문서인데, 1995년과 2004년, 2010년,

분량의 ‘국방의 기본방침’은 자주와 대미협조를 절충하는 형태가 되었다. 이

2013년 및 2018년 등 모두 다섯 번 개정되었다. 2004년까지는 ‘기반적 방위

에 기초하여 네 차례의 ‘방위력정비계획’이 만들어졌다.

력’이란 개념이 유지되었지만, 2010년에는 ‘동적 방위력’이 도입되었다. 최근

방위력의 정비·유지·운용에 관한 기본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76년 10월 29일인데, 여기서 제시

방위대강의 개정 주기가 빨라지고 있는데, 2013년 방위대강에서는 ‘통합기동
방위력’이, 2018년 방위대강에서는 ‘다차원통합방위력’ 개념이 강조되었다.

된 방위력 개념이 ‘기반적 방위력’이다. 이것은 데탕트라 불린 1970년대 초반
의 안보환경의 변화(미중화해, 중일 국교정상화, 베트남전쟁의 종결과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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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방위와 비핵정책

해빙)를 반영한 것으로 소규모의 침공에 대해 일본 단독으로 대처할 수 있을

일본의 방위전략의 기본적 원칙 가운데 중요한 것이 전수방위다. 타국을 위

정도의 방위력의 보유를 규정한 것으로 미일안보조약을 바탕으로 일본 본토

협하는 군사대국이 되지 않겠다는 것이 전수방위 원칙의 기저를 이루는데, 외

방위에 주안을 두었던 ‘평화 시의 방위력 구상’이라고 할 수 있었다.

부의 무력 공격에 대해서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

1976년 방위대강의 결정 1주일 뒤인 11월 5일 각의에서는 ‘방위력 정비는 각

해 자위대가 보유하는 장비는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한도로 제한하며, 공격형

연도 GNP의 1%를 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원칙이 결정되었다. 이것은

항모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장거리전략폭격기 등 상대방을 파괴할 수 있는 무

1972-73년의 1차 오일쇼크 이후 유동성이 커진 일본의 경제와 재정 상황에도

기나 장비를 보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매우 수동적인 방위전략이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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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수방위는 군사적인 고려가 아니라 헌법 문제 등 일본 국내의 독특한 정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위대의 국제공헌과 미일방위협력
경제대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면서 일본은 단순한 경

1967년 12월 1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반환 예정인 오가사

제대국이 아니라 글로벌한 정치·외교적 리더십을 지향하는 국제국가로의 변

와라제도에의 핵 반입 가능성을 묻자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핵을 보유하지

신을 모색하게 된다. 냉전 종식 후에 발생한 걸프전쟁에서 130억 달러라는 거

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3원칙을 강조했다. 1968년 1월 27

액의 경제지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쿠웨이트로부터 높이 평가받지 못하는

일 국회시정방침연설에서 사토 총리는 다시 한 번 비핵3원칙을 천명했으며,

상황이 발생하면서 일본 국내에서는 일본의 국제공헌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

30일에는 비핵3원칙에 더해 핵폐기·핵군축, 미국의 핵 억지력에의 의존, 핵

졌다.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다국적군의 무력행사가 용인되었는데, 헌법상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등 ‘핵4정책’을 발표했다. 비핵3원칙은 당시 일본 정부

의 제약을 이유로 자위대를 파견하지 않았던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저평가

의 통일된 입장을 반영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방위정책을 이해하는 데에

는 자위대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가로 이어졌다. 사회당과 공산당의 반대에

는 매우 중요하다.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 때

도 불구하고 1992년 6월 분쟁당사자의 정전 합의와 자위대 파견 요청 및 중립

인 1955년 원자력기본법에 의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표명된 이후 견지

적 입장 견지, 이런 세 조건 붕괴 시 철수, 무기사용은 필요최소한도로 제한 등

했던 원칙이며, 나머지 두 원칙도 1957년 기시 노부스케 총리가 국회에서 언

5가지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파병 5원칙이 법제화되었다.

급한 적이 있기는 하다.

나아가 1990년대 중반의 북한 핵문제 위기, 타이완해협 위기 등을 계기로 미

1964년 10월 중국의 첫 번째 핵실험 성공은 일본의 핵정책에도 영향을 미

일은 1996년 신안보공동선언을 채택해 미일안보조약의 확대·발전에 합의했다.

쳤다. 1964년 11월 총리가 된 사토는 12월 라이샤워 주일 미국대사와의 면담

냉전 종식 후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 속에서 일본은 국제적 역할의 확

에서 중국의 핵보유를 거론하며 일본의 핵보유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일본의

대를 모색했으며, 9.11 테러 이후에도 일본은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참여하게

여론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1965년 1월 중순 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도양에서의 해상자위대에 의한 급유활동 지원, 이라

싱턴에서 열린 존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사견을 전제로 중국이 핵을

크 전쟁 후 육상 및 항공자위대의 파견을 통한 이라크재건 지원과 후방지원, 해

보유하면 일본도 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슨에게 사토는

적 퇴치를 위한 아덴만에의 호위함과 P3C 파견 등 경제적 측면에서 일본의 존

위험한 ‘핵무장론자’로 비쳐졌을 것이며, 핵확산의 방지를 위해 존슨은 핵우

재감은 약화되었지만, 안보 측면에서의 활동은 점점 확대되었다.

산 제공을 일본에 약속했다. 미국 보유 핵무기의 상당수가 해외기지나 전방

특히, 국제공헌이라는 명분하에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하면서 일본은 미

전개된 해군함정에 탑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군과의 작전이나 공동 활동 기회를 늘려갔다.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 내용을

의존과 핵의 반입 금지는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렇지만, 사토의 비

구체화했던 것이 ‘미일안보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인데, 1978년 11월

핵3원칙은 중요한 정책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었다. 특히, 사토 총리의 최대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1997년 9월 개정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한반도와 타

정치적 과제가 오키나와 반환이었고 ‘핵 없는 오키나와’가 최대 관심사였다

이완 유사를 상정한 주변사태 발생 시 미군에 제공하는 일본의 협력사항이

는 점에 비춰보면 비핵3원칙의 배경에 오키나와 반환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었다. 이것은 2015년에 다시 개정되었는데, 자위대의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활동 범위는 일본과 극동이라는 미일동맹 차원을 넘어 전 세계 규모로 확대
되게 된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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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발생 시 미일 간 협력이 미일안보조약이 정한 ‘극동’의 범위를 초월하여

2018년 방위계획의 대강과 새로운 방위태세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5월 각의결정을 통해 이를

한편, 앞에서 언급한 2013년 12월의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맞춰 방위대강이

법적으로 뒷받침하게 했다. 기존 10개 법안의 개정안을 하나로 묶은 ‘평화안

개정되었는데, 이것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해양진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법제정비법안’과 외국 군대에 대한 자위대의 후방지원을 가능하게 한 ‘국

개발 등을 더욱 강하게 의식한 것이라 할 수 있었다. 5년 뒤인 2018년 12월 방

제평화지원법안’으로 구성된 안보관련 법안이 9월 일본 국회에서 성립했다.

위대강은 다시 개정되었는데, 2013년 방위대강의 ‘통합기동방위력’ 구축이란

이 과정에서 일본의 핵정책과 관련해서 외무성과 내각법제국이 조금은 달

개념은 각종 사태에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하기 위해 육해공 자위대를 기민

리 해석될 수 있는 입장을 보인 점은 주목할 만하다. 2015년 8월 참의원 평화

하고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은 2018년 개정된 방위대강에

안전법제특별위원회에서 기시다 후미오 외상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체

서는 기존의 육해공만이 아니라 우주와 사이버, 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을 포

약국으로서 조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핵무기를 갖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함해 영역 횡단적 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다차원 통합방위력’ 구축으로 대체

말했던 데 반해 일본 정부 내에서 최종적인 법률 심사와 해석을 내리는 내각

되었다(아래 그림 참조).

법제국의 요코바타케 유스케 장관은 “헌법상 (핵을)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요코바다케 장관은 2016년 3월 1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무기사용은
국내법과 국제법상의 제약이 있어 ‘방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
지만 “헌법상 (핵무기 사용이)금지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즉, 일본은 헌법상 핵무기의 보유와 사용은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정
책적으로 보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이런 방침의 연장선에서 일본은 필요
할 경우 언제든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경제적·기술적 능력을 확보해둔
다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앞선 2014년 7월 1일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
의결정을 한 바 있다. 이것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예전에 부인했던 집단적
자위권을 국가의 존립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자위의 조치로서 용인
하는 ‘사실상의 개헌’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일본의
안보정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었다.

출처: 2020년판 방위백서 한국어 다이제스트, p.10.

방위계획의 대강에 맞춰 5년간의 방위력의 정비·유지와 운용 계획을 담은
것이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인데,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후
인 2013년부터 방위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것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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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방위력을 증강하겠다는 강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인데, 방위비는
2015년부터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기 시작해 2016년에는 처음으로 5조 엔을
넘었다.

아베-트럼프 시대의 미일동맹
2017년 1월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하고 동맹 경시로 비춰질 수 있는 일방적인
미군철수 가능성과 과도한 부담 요구를 시사했던 트럼프 정권의 출범은 미일

2018년 개정 방위대강에 따라 2019년부터 5년간의 방위력 정비계획을 담

동맹에 커다란 시련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대통령에 취임도 하기 전에 트럼

은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주일미군 재편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5년간 27조

프 당선자를 만나러 미국으로 날아갔던 아베 총리의 적극적인 대미외교는 트

4,700억 엔을 상정했으며, 초년도인 2019년 방위예산은 전년도 대비 1.3% 증

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심화시키고 중국에 대한 위기감 공유

가한 5조2,524억 엔이었다. 특히, 2018년 방위대강은 ‘우주, 사이버, 전자파’

를 바탕으로 미일동맹을 긴밀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9년 5월 신 천황

를 처음으로 신 영역으로 분류하고 신 영역에서의 대응을 위한 예산도 많이

즉위 이후 외국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하

배분되었다.

고 미국의 F35 전투기의 대량 구매를 약속하기도 했다. 5월 28일 아베 총리와

또한,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최대 구축함인 ‘이즈모’형을 항공모함으로 개조

함께 요코스카기지에 기항 중인 자위대 호위함 ‘카가’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

하기 위한 조사비, 지상 배치형 요격미사일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2기 도입

은 F35B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하게 되면 “보다 넓은 영역을 다양하고 복

관련 비용 1,757억 엔)를 비롯해 E2D 조기경보기 9기(1,940억 엔), 최신예 스

잡한 위협으로부터 방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텔스 전투기 F35A 6기(681억 엔) 등 고가의 미국제 장비와 무기 도입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례적인 환대와 대규모 무기 구매에 대해 대미추종
외교라는 비판도 제기되었지만, 미일동맹이 전략적 목적을 공유하고 양국의

2020년의 방위예산은 2019년도에 비해 1.1% 증가한 5조 3,133억 엔이 편성

역할과 임무, 능력을 재검토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 차원을 넘어 글로벌

되었는데, 호위함 ‘이즈모’의 항공모함 개조비용 31억 엔, 처음 도입이 결정

한 차원으로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12월에 공표된

된 F35B 6기(793억 엔), F35A 추가 3기 구매(281억 엔) 이외에 퇴역하는 F2

미국의 ‘국가안전보장전략’ 문서는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국 대신 중국식

의 후속 전투기 개발을 위한 설계비로 100억 엔이 처음으로 계상되었다. 후속

의 국가주도 경제모델을 가지고 지역질서를 재편하려한다면서 중국을 러시

전투기 사업의 경우, 2030년대 중반에 실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엔진의 규

아와 함께 미국의 국익에 도전하는 국가로 규정했다. 중국과 인도가 부상하면

모나 항속거리, 스텔스기능 같은 초기설계비에 더해 일본 주도로 개량할 수

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 개념은 2007년 8월 22일 인

있는 컴퓨터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비를 포함하면 280억 엔이 넘었다. 또한,

도 국회에서 아베 총리가 연설하면서 처음 사용한 말이다. 대국화한 중국에

항공자위대에 20명 규모의 ‘우주작전대’(가칭)의 신설과 육해공 자위대 공

대한 일본의 경계심은 ‘인도태평양전략’으로 구체화되었다가 최근에는 ‘인도

동의 ‘사이버 방위대’의 증강, 우주상황감시(Space Situational Awareness,

태평양’구상으로 톤다운 되었지만, 경제와 군사 양 측면에서 부상하고 있는

SSA) 위성 정비를 위해 506억 엔, 사이버 관련 256억 엔 등 우주, 사이버 및

중국을 의식하고 견제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었다.

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대응을 위해서도 상당한 예산이 배정되었다는

2019년 4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외교·국방장관이 참가하는 미일안전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장협의위원회(2+2)에서는 미일동맹의 능력 강화만이 아니라 ‘자유롭고 개방
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파트너와의 협력’도 강조되었다. 반면에 미일 2+2에서
는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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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력이나 한국의 역할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지역의 안전보장 확보를

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안전보장상의 ‘매우 중대한 우려’이며 ‘힘에 의한

위해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과 훈련 촉진을 위해 협력한다고 지적하는 데 그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에는 커다란 코스트’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면서 중국

쳤다. 강제징용문제와 자위대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조사 등에 의해 악화되고

을 ‘위협’이라고 부를지 항상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나아가

있던 한일관계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었다.

고노 방위상은 9월 9일 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개최 온라인 토
론회에서 “중국은 일본에게 안전보장상의 위협이 되었다”고 잘라 말했다. 중

새로운 안보 도전과 일본의 정책 과제

국을 강하게 자극하는 이런 발언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스가 총리는 모테기

스가 총리가 취임한 지 4개월이 지나가지만, 9월 16일 총리 취임 당일 밤에

도시미쓰 외상을 유임시키면서도 고노 방위상은 교체했다. 그 뒤에는 스가

개최된 첫 번째 각의에서 결정된 ‘기본방침’에서 밝힌 대로 외교·안보 면에서

정권 출범의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는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의 역

는 아베 정권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동맹국 미국과

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니카이 간사장은 2019년 4월 베이징에서 열린 ‘일

최대 무역상대국 중국의 갈등이 전면화하는 상황에서 ‘자유, 민주주의, 기본

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회의와 포럼’에 아베 총리의 특사로 참석해 시진핑 국

적 인권의 존중, 법의 지배’ 등의 ‘보편적 가치’(2013년 12월의 국가안전보장

가주석과도 면담을 했던 친중국파의 실력자다.

전략)를 공유할 수 없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는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일본을

북한으로 눈을 돌려보면, 2018년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전례가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이 더욱 엄중해졌다”는 말을 상투적으로 사용하지만, 지

없는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이라고 한층 위협 인식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핵

난 몇 년 사이에 안보환경이 엄중해졌다는 인식은 일본에만 국한된 것은 아

무기의 소형화·탄두화에 대해 ‘실현 가능성’(2018년)에서 ‘이미 실현’(2019

니다. 미중간의 무역 갈등이 경제나 기술, 나아가 코로나 19를 계기로 보건의

년)을 넘어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우리나라를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료 등 거의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계는 지금 미중

있는 것으로 보인다”(2020년)고 우려의 강도가 높아졌다. 또한, 2019년 5월

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한

이후 북한이 발사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이 ‘고체연료 사용과 저공·변칙

국과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비행’의 특징이 있어 “발사 징후 파악이나 조기 탐지를 어렵게 함으로써 미사

2020년 7월 14일 각의에 보고된 2020년판 방위백서는 중국이 센카쿠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를 ‘집요하게 계속’하

지난해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북한은 북극성-4ㅅ형과

고 있다고 강도를 높여 비판했지만, 질량적으로 군사력을 ‘광범위하고 급속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나아가 현대화한 재래식 무기를 다수 공개했다, 얼마

하게 강화’하는 중국을 안전보장상의 ‘강한 우려’라고 표현했다. 지난해의 표

전에 끝난 제8차 당 대회에서도 김정은 당 위원장(당 대회에서 총비서로 추대

현을 답습한 것에 대해 산케이신문은 7월 15일자 사설에서 일본 정부는 국민

됨)은 다양한 핵무력과 신형무기 개발에 대해 언급했으며, 3개월 만에 대규모

에게 “중국이 안전보장상의 위협이라는 진실을 명확하게 전하고 억지력 정

열병식도 실시했다. 북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다소의 과장이

비에 대한 이해를 구해 나가야 한”다면서 ‘중국의 위협’을 방위백서에 명기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일본의 안전보장에 커다란

할 것을 주문했다.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뒤 고노 다로 방위상의 발언이다. 8월 중순 일본경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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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위망을 돌파하려는 기도”라는 강한 위기감을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 퇴임 불과 5일을 앞둔 9월 11일 발표한 마지막 담화에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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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조하면서 탄도미사일 등의 위협에 대한 요격 능력의

한일관계의 현상(現狀)과 과제

확보, 나아가 헌법, 국제법 및 미일 간의 역할분담을 고려한 새로운 안전보장

스가 총리 취임 당일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 서한을 보내 “기본적 가치와 전

방침의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앞선 8월 4일 자민당 정무조사회는 적기지

략적 이익을 공유할 뿐 아니라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일본

‘공격’이나 ‘반격’이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본에 대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관계 개선

한 공격의 일환으로서 이뤄지는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탄도미

의지를 보였다. 24일에는 양국 정상 간 첫 번째 전화회담이 성사되어 스가 총

사일 등에 의한 공격을 막기 위해 “상대 영역 내에서라도 탄도미사일 등을 저

리는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계기’를 한국 정부가 만들어

지하는 능력 보유를 포함해 억지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대처가 필요”하다고

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기업에 배상판결을 내렸던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

제언했다. 일본은 2012년 GPS 정밀유도폭탄 JDAM을, 2014에는 레이저 유

반이며 한국 정부가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기존 일본 정부 주장의 연장선상

도 JDAM을 도입해 F2전투기에 탑재해 사용하고 있으며, 도서방위용으로 개

에서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막는 조치를 한국 정부

발 중인 고속 활공탄도 전용이 가능해 일본은 점진적으로 공격능력을 정비해

가 해달라는 요구에 다름 아니었다.

왔다고 할 수 있다.

강제징용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측이 기존의 자국 입장만 고수한 결과 2020

이와 같은 상황에서 스가 총리는 초미의 관심사였던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

년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 개최하려던 한중일 정상회담은 끝내 열리지 못했다.

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2월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각의에서는 도입 중

더구나 올해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등

지를 결정한 지상 배치형 이지스 시스템 대신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하는 함

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

선 2척을 건조한다는 기본방침만 결정했다. 북한을 염두에 두었던 ‘적기지 공

들여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 측에

격능력’ 보유 문제에 대해서는 스탠드오프 미사일의 정비와 연구개발에 더해

강하게 항의했지만,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에 응하지 않았

일본제 12식지대함유도탄의 사거리 연장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섰

던 일본 정부는 항소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가능성은 거의 없고 불

다. 12월 19일 일본의 유력지 아사히신문은 지상 배치형 이지스 시스템의 대

가능하기도 하지만, 원고들에 대한 배상을 위해 일본 정부의 자산이 압류되

체안과 적기지 공격능력의 검토는 아베 전 정권의 ‘부(負)의 유산’이라면서
단호하게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문제는 일본 방위
정책의 근간을 이루었던 전수방위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선제공격을 금지
하고 있는 유엔헌장(국제법)에도 반한다는 법적 측면, 나아가 경제성과 실효
성 등 다양한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2

2.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론과 관련해서는 위협의 주체가 북한이냐 중국이냐, 목적이 일본 방위
냐 미국 방위냐를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비용 면에서 미국의 조기경보위
성을 활용하면 이지스함에서 장거리미사일로 적기지를 공격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다는 시
산도 있다.
적기지공격능력 보유 코스트 비교(방위대학교 다케다 야스히로(武田康裕) 교수 시산)

모두 일본 보유

미국 조기경보위성활용

F35A 공대지미사일

1,555억 엔

이지스함 장거리미사일

870억 엔

909억 엔
224억 엔

이지스 어쇼어
412억 엔

각 장비 개발에서 생산, 유지, 폐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 기간으로 나눈 연 평균액
출처: 日本経済新聞, 2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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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전후 일본 방위정책 변천 과정과 그 의미

기라도 하면 일본 정부는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관계개선

이 책에는 전후 일본의 방위정책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읽어야 할 14개의 기

은커녕 한일관계는 회복불가능 상태에 빠질 우려조차 있다. 한일관계가 악화

본문서가 담겨져 있다. 1957년 5월 처음 만들어진 ‘국방의 기본방침’과 2013

하면 양국 국민감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년 12년 이를 대체하는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 1976년 처음 만들어진 방
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과 그 후 다섯 번 개정된 방위대강은 물론 신·구 미

한반도와 일본, 인식의 전환 필요

일안보조약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출간한 『한일관계 기본문헌집』에 이

우리에게 일본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떻게 지내야하나? 한국에서 대학을 졸

어 이 책의 의미를 평가해주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이관세 소장님과 동

업하고 일본 유학을 떠난 뒤부터 자문(自問)해온 해묵은 숙제를 아직도 필자

료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부족한 점도 많지만, 전후 일본의 방위

는 풀지 못하고 있다.

정책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냇물 하나를 사이에 둔 가까운 이웃이라는 한일관계를 일컫는 일의대수(一
衣帶水)라는 말이 어느새 생경하게 들린다.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수립했던
1965년에 비해 현재 양국의 국력 차이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한국이 앞
서는 분야도 적지 않아 국제사회에서는 경쟁해야 하는 상대이기도 하다. 경
제규모나 인구를 배제하고 양국의 국방비만 비교해도 거의 차이가 거의 없
다. 2021년 한국의 국방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5.4% 증가해 52.8조 원인데, 앞
에서 언급한 대로 올해 일본 방위예산은 5조 3,400억 엔이다. 지난 10년간 한
국의 국방비는 1.7배 증가한 반면 일본의 방위비는 1.08배 증가했을 뿐이다.
2020년판 일본의 방위백서에 따르면, 구매력평가지수를 이용해 달러로 환산
할 경우 2019년의 일본 방위비(484억 달러)보다 우리 국방비(549억 달러)가

2021년 1월
삼청동 연구실에서 조진구
추기: 이 글은 2020년 10월 29일 국방대학교와 한국국제정치학회가 공동주최한 안보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코로나 사태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과 동북아 - 일본의 대응과 동북아)의 일부를 수
정·가필한 것이다.

더 많다(『令和2年版 日本の防衛 -防衛白書-』, 229쪽).
아베가 실현하려던 ‘전후 일본 외교의 총결산’은 미완으로 끝났지만, 어떤 의미
에서 오래된 숙제이기도 하다. 이것은 북일관계의 정상화(국교수립) 없이는 완성
되지 못한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와 번영에 일본이 기여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 냉전시
대 한국의 안전이 일본의 안전에 긴요(essential)하다는 이른바 ‘한국조항’을 초
월해 이제는 한반도 평화가 일본의 평화에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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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외교안보분야 주요일지
연도

12월 제2차 아베 내각 출범(26일)

2013

7월 참의원 선거, 자민당 승리로 중참 양원 여당 다수(21일)
9월 도쿄하계올림픽 개최 결정(7일)
12월 NSC 설치(4일), ‘국가안전보장전략’ 첫 책정, 방위계획의 대강과 중기
방위력정비계획 개정(17일), 야스쿠니신사 참배(26일, 이후 미참배)

2014

XX

중요 사항

2012

1월
4월
5월
7월

국가안전보장국 신설(7일, 국장: 야치 쇼타로)
방위장비이전 3원칙 각의결정(1일, 무기수출 3원칙 대체)
내각인사국 설치(1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해석 변경 각의결정(1일)

2015

4월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개정(27일),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미 의회 상하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29일)
8월 전후70년 아베 담화 각의결정(14일)
9월 안전보장관련법(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 국제평화지원법안) 성립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28일, 서울)

2016

5월 G7 이세지마 정상회의 후 오바마 대통령 히로시마 방문(27일)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12월 아베 총리 하와이 진주만 방문(26일)

2017

5월 아베 총리 2020년 신헌법 시행 희망 의사 표명(3일)
9월 북한 6차 핵실험(3일)
11월 북한의 ICBM급 화성-15형 시험발사와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29일)

2018

3월 미국 제외한 11개국이 신협정 ‘TPP 11’에 서명
9월 자민당 총재 3연임 달성
12월 방위계획의 대강 및 중기방위력정비계획 개정(18일)

2019

5월 신천황 즉위와 레이와 시대 개막(1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일본방문(25-28일)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28-29일)

2020

3월
4월
5월
8월
9월

도쿄올림픽 1년 연기 결정(24일)
코로나19로 긴급사태선언(7개 都府縣, 7일)과 전국으로의 확대(16일)
긴급사태선언의 전면해제(25일)
아베 총리의 사임 의사 표명(28일)
아베 총리 퇴진과 스가 총리 취임(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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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의 기본방침(1957년 5월 20일)

1. 국방의 기본방침
1957년 5월 20일 국방회의결정/각의결정

2. 방위계획의 대강(1976년 10월 29일)

2. 방위계획의 대강(1976년 10월 29일)
1977년도 이후에 관한 방위계획의 대강에 대하여
1976년 10월 29일 국방회의결정/각의 결정

국방의 목적은 직접 및 간접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고, 만일 침략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배제하고, 이로써 민주주의를 기조로 하는 우리나라의 독립과

1977년도 이후에 관한 방위계획의 대강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정한다.

평화를 지키는 것에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다음과 같

별지 - 방위계획의 대강

이 정한다.
1. 목적 및 취지
(1) 국제연합의 활동을 지지하고, 국제협조를 도모하고, 세계평화의 실현
을 기한다.
(2) 민생을 안정시키고 애국심을 고양하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
한 기반을 확립한다.
(3) 국력과 국가 사정에 맞게 자위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효율적인 방위
력을 점진적으로 정비한다.

 우리나라가 헌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방위력을 보유하는 것은 하나는
국민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는 기개의 구체적인 표명임과 동시에 직접적으
로는 미일안전보장체제와 함께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을 미연하게 방지하
고, 만일 침략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한편
우리나라가 그러한 태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주변 국제정치의
안정 유지에 공헌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4)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해서는 장래 국제연합이 유효하게 이를 저지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보유해야 할 방위력으로서는 안정화를 위한

기능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미국과의 안전보장체제를 기조로 하여 이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국제정세 및 우리나라 주변 국제정치의 구조와 국

에 대처한다.

내 제 정세가 당분간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서면 방위상 필요한 각
종 기능을 갖추고 후방지원체제를 포함하여 그 조직 및 배치에 있어서 균
형 잡힌 태세를 보유할 것을 주안으로 하고, 이것을 가지고 평시에 충분한
경계태세를 취할 수 있음과 동시에 한정적이며 소규모 침략까지의 사태에
유효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며, 동시에 그
방위력을 가지고 재해 구원 등을 통해 국내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종래 4차에 걸친 방위력 정비계획을 책정하고, 실시함으로
써 방위력의 점진적인 정비를 해왔지만, 앞에서 기술한 구상을 바탕으로
방위력의 현상(現狀)을 보면 규모 면에서 그 구상에서 목표로 한 것과 거
의 같은 수준에 있다고 판단된다. 이 대강은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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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방위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방위력의 정비, 유

3. 방위구상

지 및 운용에 있어 이하에 제시하는 제 항목에 준거하면서 방위력의 질적

(1) 침략의 미연 방지

인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방위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한다.

우
 리나라의 방위는 우리나라 스스로 적절한 규모의 방위력을 보유하고,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함과 동시에 미국과
의 안전보장체제의 신뢰성 유지 및 원활한 운용태세의 정비를 도모함

2. 국제정세

으로써 어떠한 형태의 침략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위체제를 구성하고,

 이 대강의 책정에 있어서 고려한 국제정세의 추세는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이것에 의해서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국제관계의 다원화 경향이 한층 현저해졌음과 동

또한, 핵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의 핵 억지력에 의존하는 것으로 한다.

시에 제국(諸國)에서 내셔널리즘에 기인한 움직임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
고, 한편에서 국제적 상호의존관계가 현저하게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특히 군사 면에서 여전히 압도적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미소 양국관계를 중심으로 동서 간에 핵전쟁을 회피하고 상호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가 여러 곡절을 겪으면서도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각 지
역에서 분쟁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여러 노력
이 취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미소 양국을 중심으로 한 동서 관계에서는 각종 대립 요인이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각 지역에서는 정세의 유동적인 국면도
많고 다양한 불안정 요인이 보인다.
  우리나라 주변 지역에서는 미소중 세 나라 사이에 일종의 균형이 성립되
어 있지만, 한편 한반도의 긴장이 지속되고, 또 우리나라 근린제국의 군사
력 증강도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세에서 핵 상호억지를 포함한
군사적 균형이나 국제관계의 안정화를 위한 여러 노력으로 동서 간의 전면

(2) 침략 대처
간
 접침략사태 또는 침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하
는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즉각 대응하여 행동하고 조기에
사태를 수습하는 것으로 한다.
 직접침략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즉각 대응하여 행동하고, 방위력
의 종합적, 유기적인 운용을 도모함으로써 최대한 조기에 이를 배제하
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한정적이고 소규모의 침략에 대해서는 원칙적
으로 단독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하고, 침략의 규모, 형태 등 단독으로
배제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가능한 모든 방법에 의한 강인한 저항을 계
속하고 미국의 협력을 기다려 이를 배제하는 것으로 한다.
4. 방위태세

적 군사충돌 또는 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 무력분쟁이 발생할 가

앞의 3. 방위구상 하에 다음에 제시한 태세 및 다음 5.에 내건 체제를 대비

능성은 적다.

한 방위력을 보유해 두기로 한다. 그 방위력은 앞의 1.에서 우리나라가 보

  또한,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한정적인 무력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부정

유해야 할 방위력에 대해서 제시한 기능 및 태세를 갖는 것이며, 또한 중요

할 수 없지만, 대국 간의 균형적 관계 및 미일안전보장체제의 존재가 국제

한 정세변화가 발생해 새로운 방위력 태세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활하

관계의 안정 유지 및 우리나라에 대한 본격적인 침략 방지에 커다란 역할

게 이행할 수 있도록 배려된 기반적인 것으로 한다.

을 계속해온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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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해 구원 등의 태세
국내 어느 지역에서도 필요에 따라 재해 구원 등의 행동을 실시할 수 있을 것

일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
5. 육상, 해상 및 항공자위대의 체제
(2) 간접침략, 군사력을 가지고 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처하는 태세
1) 국외로부터의 지원에 입각한 소요의 격화, 국외로부터의 인원, 무기의

 전기 4.의 방위태세를 보유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육상, 해상 및 항공자위
대는 각각 다음과 같은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조직적인 잠입과 반입 등의 사태가 일어나고 또한 우리나라 주변 해공
역에서 비공연한 무력행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즉각 대응하여 행
동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을 것
2) 우리나라 영공에 침입한 항공기 또는 침입할 우려가 있는 항공기애 대
해 즉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을 것

(1) 육상자위대
1) 우
 리나라 영역 어느 방면에서도 침략 당초부터 조직적인 방위 행동을
신속하며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 등에
따라 균형 있게 배치된 사단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주
 로 기동적으로 운용하는 각종 부대를 적어도 1개 전술단위를 보유

(3) 직접침략사태에 대처하는 태세
직접침략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침략의 형태에 따라 즉각 대응하여
행동하고, 한정적이며 소규모 침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하고 있을 것
3) 중
 요지역의 저공역 방공을 담당할 수 있는 지대공유도탄부대를 보유
하고 있을 것

이것을 배제하고, 또한 독자적으로 배제가 곤란한 경우에도 유효한 저항
을 계속하고 미국의 협력을 기다려 이를 배제할 수 있을 것

(2) 해상자위대
1) 해
 상 침략 등의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동적으로 운용하는 함정부

(4) 지휘통신 및 후방지원 태세
신속하고 유효적절한 행동을 실시하기 위해 지휘통신, 수송, 구난, 보급,
보수정비 등 각 분야에서 필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대로서 상시 적어도 1개 호위대군을 즉응태세로 유지할 수 있는 1개 호
위함대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연
 안해역의 경계 및 방비를 목적으로 한 함정부대로서 소정의 해역마
다 상시 적어도 1개 대(隊)를 가동태세로 유지할 수 있는 대잠(對潛)수

(5) 교육훈련의 실시
방위력의 인적 기반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주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을 것

상함정부대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필
 요할 경우, 중요 항만, 주요 해협 등의 경계, 방비 및 소해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잠수함부대, 회전익 대잠기부대 및 소해 부대를 보유하
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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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변 해역의 감시 초계 및 해상 호위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정
익 대잠기부대를 보유하고 있을 것

보전에도 배려하고, 주변과의 조화에도 노력할 것
(3) 장
 비품 등을 정비할 때에는 적절한 국산화에 대해 배려하면서 긴급 시
의 신속 취득, 교육훈련의 용의성, 비용 대 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

(3) 항공자위대
1) 우리나라 주변의 거의 모든 공역을 상시 경계감시할 수 있는 항공경계

단하에 효율적으로 실시할 것
(4) 방
 위력의 질적 수준의 유지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기술연구개발태세의

관제부대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영공침범 및 항공침공에 대해 즉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태
세를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전투기부대 및 고공역방공용 지대공유도

충실을 위해 노력할 것
별표
자위관 정수

탄부대를 보유하고 있을 것

평시 지역에 배치하는 부대

3) 필요할 경우 착상륙침공 저지 및 대지(對地) 지원, 항공정찰, 저공 침
투에 대한 조기경계감시 및 항공수송 임무를 각각 수행할 수 있는 부
대를 보유하고 있을 것

육상자위대

기간부대

기동운용부대

이상에 입각한 편성, 주요 장비 등의 구체적 규모는 별지와 같이 한다.
저공역방공용지대공유도탄부대

6. 방위력 정비 실시상의 방침 및 유의사항

 방위력을 정비함에 있어서는 전기 4. 및 5.에 제시한 태세 등을 정비하고
제 외국의 기술적 수준의 동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질적인 충실 향상에 배려
하면서 이것들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구체적 실시에 있어서는
당시의 경제재정사정 등을 감안하고, 국가의 다른 제 시책과의 조화를 꾀하
면서 다음 몇 가지에 유의하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연도 방위력의 구체적인 정비 내용 가운데 주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국방회의에 회부하는 것으로 하고, 당해 주요 사항의 범위는 별도로

기간부대
해상자위대

대잠수상함정
주요 장비 잠수함
작전용 항공기

국방회의에 회부한 뒤 각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항공자위대

기간부대

항공경계관제부대
요격 전투기부대
지원 전투기부대
항공정찰부대
항공수송부대
경계비행부대
고공역방공용지대공유도탄부대

주요장비

작전용 항공기

(1) 대원의 충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함과 동시에 양질의 대원 확
보와 사기 고양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에 대해 배려할 것
(2) 방위시설의 유효한 유지 및 정비를 도모함과 동시에 소음대책 등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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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잠수상함정부대(기동운용)
대잠수상함정부대(지방대)
잠수함부대
소해부대
육상대잠기부대

18만 명
12개 사단
2개 혼성단
1개 기갑사단
1개 특과단
1개 공정단
1개 교도단
1개 헬기단
8개 고사특과군
4개 호위대군
10개 대
6개 대
2개 소해대군
16개 대
약 60척
16척
약 220기
28개 경계군
10개 비행대
3개 비행대
1개 비행대
3개 비행대
1개 비행대
6개 고사군
약 430기

(주) 이 대강 책정 당시 보유하고, 또는 취득을 예정하고 있는 장비체계를 전제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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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위계획의 대강(1995년 11월 28일)

3. 방위계획의 대강(1996년 11월 28일)

3. 대
 강 책정 후 약 20년이 경과하고 냉전의 종결 등에 의해 미소 양국을 중심
으로 한 동서 간의 군사적 대치 구조가 소멸하는 등 국제정세가 크게 변화

1996년도 이후에 관한 방위계획의 대강에 대하여

함과 동시에 주임무인 우리나라의 방위에 더해 대규모 재해 등에의 대응,

1995년 11월 28일 안전보장회의결정/각의 결정

국제평화협력업무의 실시 등 보다 안정된 안전보장환경 구축에의 공헌이
라는 분야에서도 자위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온 것을 고려해 향

1996년도 이후에 관한 방위계획의 대강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정한다.

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방위력에 대하여 여기 ‘1996년도 이후에 관한 방

이에 따라 1976년 10월 29일부 각의결정 ‘방위계획의 대강에 대하여’는 1995

위계획의 대강’으로서 새로운 지침을 제시하기로 한다.

년도를 끝으로 폐지한다.
4. 우
 리나라로서는 일본국 헌법 하, 이 지침에 따라 미일안전보장체제의 신
(별지)

뢰성 향상에 배려하면서 방위력의 적절한 정비, 유지 및 운용을 도모함으

1996년도 이후에 관한 방위계획의 대강

로써 우리나라의 방위를 달성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
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Ⅰ 책정의 취지
1. 우리나라는 나라의 독립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일본국 헌법하에 분쟁의 미
연 방지 및 해결 노력을 포함한 국제정치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 노

Ⅱ 국제정세
이 새로운 지침 책정에 있어서 고려한 국제정세의 추세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력의 추진, 내정의 안정에 의한 안전보장 기반의 확립, 미일안전보장체제
의 견지 및 스스로의 적절한 방위력 정비를 위해서도 노력해왔다.

1. 최
 근의 국제사회에서는 냉전의 종결 등에 수반하여 압도적인 군사력을 배
경으로 한 동서 간의 군사적 대치 구조는 소멸하고 세계적인 규모의 무력

2. 우리나라는 이러한 방침 하에 1976년에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졌다. 한편, 각종 영토문제는 여전히 존재하

있는 국제정세 및 우리나라 주변의 국제정치구조 및 국내 제 정세가 당

고, 또한 종교상의 대립이나 민족문제 등에 뿌리를 둔 대립은 오히려 현재

분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에 서서 또한 미일안전보장체제의
존재가 국제관계의 안정 유지 등에 커다란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판단하
여 ‘방위계획의 대강’(1976년 10월 29일 국방회의 및 각의 결정, 이하 ‘대
강’이라 한다)을 책정했다. 이후 우리나라는 대강에 따라 방위력의 정비
를 추진해왔는데, 우리나라의 착실한 방위 노력은 미일안전보장체제의 존
재 및 그 원활하고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의 미연 방지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공헌하고 있다.

화해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핵을 비롯한 대
량살상무기나 미사일 등의 확산 같은 새로운 위험이 증대하는 등 국제정
세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2. 이
 에 대하여 국가 간의 상호의존관계가 더욱 진전하는 가운데 정치, 경제
등의 각 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국제관계의 일층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각종 불안정 요인이 심각
한 국제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시되고 있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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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위계획의 대강(1996년 11월 28일)

보장 면에서는 미소 간 및 유럽에서는 관계 국가 간의 합의에 입각한 군비

Ⅲ 우리나라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의 역할

관리, 군축이 계속해서 진전을 보는 것 이외에 지역적인 안전보장의 틀 활

(우리나라의 안전보장과 방위의 기본방침)

용, 다국간 및 양국 간 대화의 확대나 국제연합의 역할의 충실을 위한 노

1. 우
 리나라는 일본국 헌법하에서 외교 노력의 추진 및 내정의 안정에 의한

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안전보장기반의 확립을 도모하면서 전수방위에 철저하며 타국에 위협을

 주요국은 대규모 침략에의 대응을 주안으로 해온 군사력에 대하여 재편,

주는 군사 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미일안전보장체제를 견

합리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그것들이 놓인 전략환경 등을 고려하면서 지

지하고 문민통제를 확보하고 비핵 3원칙을 지키면서 절도 있는 방위력을

역분쟁 등 다양한 사태에의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자주적으로 정비해왔지만, 이러한 우리나라의 기본방침은 계속해서 이를

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국제협조에 입각한 국제연합 등을 통한 대응과 더

견지하는 것으로 한다.

불어 보다 안정된 안전보장환경을 구축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그 강대한 힘을 배경으로 계속해서 세계평화와

(방위력 태세)

안정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2. 우
 리나라는 지금까지 대강에 따라서 방위력의 정비를 추진해왔지만, 이
대강은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직접 대항하기보다도 스스로가 힘

3. 우리나라 주변 지역에서는 냉전의 종결이나 소련의 붕괴와 같은 움직임

의 공백이 되어 우리나라 주변 지역에서의 불안정요인이 되지 않도록 독

하에 극동러시아 군사력의 양적 삭감이나 군사태세의 변화가 나타난다.

립국으로서의 필요최소한의 기반적인 방위력을 보유한다는 ‘기반적 방위

한편, 여전히 핵전력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력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다

력 구상’을 도입한 것이다. 이 대강에 제시되어 있는 방위력은 방위상 필

수의 국가가 경제발전 등을 배경으로 군사력 확충 내지 현대화에 주력하

요한 각종 기능을 보유하고 후방지원체제를 포함해 그 조직 및 배치에 있

고 있다. 또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계속되는 등 불투명·불확실한 요소가

어서 균형 잡힌 태세를 보유하는 것에 주안을 둔 것이며, 우리나라가 처한

남아 있어, 안정적인 안전보장환경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전략환경, 지리적 특성 등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이다.

하에서 우리나라 주변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기반적인 방위력을 보유한다는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국제정세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동시에 양국 간 대화

의 추세로서 불투명·불확실한 요소를 내포하면서 국제관계의 안정화를

의 확대, 지역적인 안전보장에의 대응 등 국가 간의 협조 관계를 심화시켜

도모하기 위한 제반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미일안전보장체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여러 움직임이 보인다.

제가 우리나라의 안전 및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 계속해서 중

 미일안전보장체제를 기조로 하는 미일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이

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인식에 서면 향후 이를 기본적으로 답습해가는

러한 안정적인 안전보장환경의 구축에 기여함과 동시에 이 지역의 평화

것이 적당하다.

와 안정에 필요한 미국의 관여와 미군의 전개를 확보하는 기반이 되고, 우

 한편, 보유해야 할 방위력의 내용에 대해서는 냉전의 종결 등에 수반되

리나라의 안전 및 국제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

어 우리나라 주변 제국의 일부에서 군사력의 삭감이나 군사태세의 변화

을 해갈 것으로 생각된다.

가 보이나 지역분쟁의 발생이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등 안전보장상 고
려해야 할 사태가 다양화하고 있는 것에 유의하면서 그 구체적인 태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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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때 최

(방위력의 역할)

근의 과학기술의 진보, 청년 인구의 감소 경향, 현저하게 엄중해지고 있는

4. 향
 후 우리나라의 방위력에 대해서는 상기 인식하에 다음과 같이 각 분야에

경제재정 사정 등에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서 적절하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방위력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점에서 현행 방위력의 규
모 및 기능을 수정하고, 그 합리화·효율화·콤팩트화를 더욱 추진함과 동

(1) 우리나라의 방위

시에 필요한 기능을 충실하게 하고 방위력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함으로

1) 주
 변 제국의 군비에 배려하면서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에 맞게 방위상

써 다양한 사태에 대해 유효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위력을 정비하고, 동시

필요한 기능을 갖춘 적절한 규모의 방위력을 보유함과 동시에 이를 가

에 사태의 추이에도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탄력성을 확보할

장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방위 의사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를 명시함으로써 미일안전보장체제와 더불어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기로 한다.

(미일안전보장체제)

핵무기의 위협에 대해서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목표로 한 현실적이며

3. 미국과의 안전보장체제는 우리나라의 안전 확보에 필요불가결한 것이며,

착실한 핵 군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 속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미

또한 우리나라 주변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보다 안정된 안
전보장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갈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일안전보장체제의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 이것이
유효하게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①정보교환, 정책협의 등의 충실, ②공
동연구 및 공동연습, 공동훈련 및 이에 관한 상호협력의 충실 등을 포함
한 운용 면에서의 효과적인 협력태세의 구축, ③장비·기술면에서의 폭넓
은 상호교류의 충실 및 ④주일미군의 주둔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실시 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미일안전보장체제를 기조로 하는 미일 양국 간의 긴밀한

국의 핵 억지력에 의존하는 것으로 한다.
2) 간
 접침략사태 또는 침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하
는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즉각 대응하여 행동하고 조기에
사태를 수습하기로 한다.
 직접침략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즉각 대응하여 행동하면서 미
국과의 적절한 협력 하에 방위력의 종합적·유기적인 운용을 도모함으
로써 최대한 조기에 이를 배제하기로 한다.
(2) 대규모 재해 등 각종 사태에의 대응

협력관계는 지역적인 다국 간 안전보장에 관한 대화·협력의 추진이나 국

1) 대
 규모 자연재해, 테러리즘에 의해 발생한 특수한 재해, 기타 인명 또

제연합의 제 활동에 대한 협력 등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리나

는 재산의 보호가 필요한 각종 사태 발생 시 관계기관으로부터 자위대

라의 적극적인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의 대응을 요청받았을 경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적시에 적
절하게 재해 구원 등 소요의 행동을 하기로 하고, 이로써 민생의 안정
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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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주변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헌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에 따라 국제
연합의 활동을 적절하게 지지하면서 미일안전보장체제의 원활하고 효
과적인 운용을 도모하는 것 등에 의해 적절하게 대응한다.

3. 방위계획의 대강(1996년 11월 28일)

3) 사
 단 등 및 중요지역의 방공을 담당할 수 있는 지대공 유도탄부대를 보
유하고 있을 것
4) 고
 도의 숙련을 유지하고 침략 등의 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부대 등의 편성에 있어서 상비(현역) 자위관을 가지고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부대에 대해서는 즉응성이 높은 예비 자위관을 주

(3) 보다 안정된 안전보장환경 구축에 대한 공헌

체로 하여 충원할 것

1) 국제평화협력업무의 실시를 통해 국제평화를 위한 노력에 기여함과 동
시에 국제긴급원조활동의 실시를 통해 국제협력의 추진에 기여한다.
2) 안전보장대화·방위교류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우리나라 주변 제국을 포
함한 관계 제국과의 사이에 신뢰관계의 증진을 도모한다.
3) 대량살상무기나 미사일 등의 확산 방지, 지뢰 등 통상무기에 관한 규제
나 관리 등을 위한 국제연합, 국제기관 등이 추진하는 군비관리·군축
분야의 제 활동에 대해 협력한다.

(2) 해상자위대
1) 해
 상에서의 침략 등의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동적으로 운용하는
함정부대로서 상시 적어도 1개 호위대군을 즉응태세로 유지할 수 있는
1개 호위함대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연
 안해역의 경계 및 방비를 목적으로 한 함정부대로서 소정의 해역마다
적어도 1개 호위대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필요한 경우, 주요한 항만, 해협 등의 경계, 방비 및 소해를 실시할 수 있

Ⅳ 우리나라가 보유해야 할 방위력의 내용
Ⅲ에서 서술한 우리나라 방위력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기간(基幹)으로서 육
상, 해상 및 항공자위대는 각각 1.에 제시된 체제를 유지하고, 2. 및 3.에 제시

도록 잠수함부대, 회전익초계기부대 및 소해부대를 보유하고 있을 것
4) 주
 변해역의 감시초계 등의 임무을 수행할 수 있는 고정익초계기부대를
보유하고 있을 것

된 태세 등을 유지하기로 한다.
(3) 항공자위대
1. 육상, 해상 및 항공자위대의 체제
(1) 육상자위대
1) 우리나라 영역 어느 방면에서도 침략 당초부터 조직적인 방위 행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 등에
따라 균형을 잡고 배치된 사단 및 여단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주로 기동적으로 운용하는 각종 부대를 적어도 1개 전술단위를 보유하

1) 우
 리나라 주변의 거의 모든 공역을 상시 계속하여 경계감시함과 동시
에 필요한 경우 경계관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항공경계관제부대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영
 공침범 및 항공침범에 대해서 즉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태
세를 항상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전투기부대 및 지대공 유도탄부
대를 보유하고 있을 것

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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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한 경우, 착상륙침공 저지 및 대지(對地) 지원 임무를 실시할 수 있
는 부대를 보유하고 있을 것
4) 필요한 경우, 항공정찰, 항공수송 등의 효과적인 작전지원을 실시할 수

3. 방위계획의 대강(1996년 11월 28일)

(3) 국제평화협력 업무 등의 실시 태세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도움이 되기 위해 국제평화협력업무 및
국제긴급원조활동을 적시에 적절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

있는 부대를 보유하고 있을 것
(4) 경계, 정보 및 지휘통신 태세
2. 각종 태세
 자위대가 이하의 태세를 유지할 때에는 자위대의 임무를 신속하고 효과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 통합막료회의의 기능 충실 등에 의한 자위대의 통합
적이고 유기적인 운용 및 관계 각 기관과의 사이에 유기적 협력관계의 추
진에 특히 배려한다.
(1) 침략사태 등에 대응하는 태세
1) 미일 양국 사이의 각종 연구, 공동연습·공동훈련 등을 통해 미일안전보
장체제의 신뢰성 유지·향상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직접침략사태가
발생할 경우, 각종 방위기능을 유기적으로 조합함으로써 그 형태에 즉
각 대응하여 행동하고 유효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정
 세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고 기민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항
상 계속해서 경계감시를 함과 함께 다양한 정보수집수단의 보유 및 능
력이 뛰어난 정보전문가의 확보를 통해 전략정보를 포함한 고도의 정보
수집·분석 등을 실시할 수 있을 것
  또한, 고도의 지휘통신 기능을 보유하고 통합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방
위력의 유기적인 운용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할 수 있을 것
(5) 후방지원태세
각
 종 사태에 대한 대처행동 등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수송, 구난,
보급, 보수정비, 위생 등의 각종 후방지원 분야에서 필요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을 것

2) 간접침략 및 군사력을 가지고 행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즉각 대응하여 행동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을 것
3) 우리나라 영공에 침입한 항공기 또는 침입할 우려가 있는 항공기에 대
해 즉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을 것

(6) 인사·교육훈련 태세
 적
 정한 인적 구성 하에 엄정한 규율을 유지하고 각 자위대, 각 기관 상
호 간 및 타 성청·민간과의 교류 추진을 통해 높은 사기와 능력 및 넓은
시야를 갖춘 대원을 보유하고, 조직 전체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과

(2) 재해 구원 등의 태세
국내 어느 지역에서도 대규모 재해 등 인명 또는 재산 보호가 필요한 각종

함께 국제평화협력업무 등의 원활한 실시에도 배려하면서 대원의 모집,
처우, 인재육성·교육훈련 등을 적절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

사태에 대해서 적시에 적절하게 재해 구원 등의 행동을 실시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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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위력의 탄력성 확보

3. 방위계획의 대강(1996년 11월 28일)

(3) 장
 비품 등의 정비에 있어서는 긴급 시의 급속취득, 교육훈련의 용이성,

 방위력의 규모 및 기능을 수정하는 가운데 양성 및 취득에 장기간이 필요

장비 도입에 따른 다음 연도의 제 경비를 포함한 비용 대비 효과 등에 대

한 요원이나 장비를 교육훈련부문 등에서 보유하거나 즉응성이 높은 예비

한 종합적인 판단하에 조달 가격 등의 억제를 도모하기 위한 효율적인

자위관을 확보함으로써 사태의 추이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달보급태세의 정비에 배려해서 효과적인 실시를 도모한다.

탄력성을 확보하기로 한다.
주요한 편성, 장비 등의 구체적인 규모는 별표와 같다.

이때 적절한 국산화 등을 통한 방위생산·기술기반 유지에 배려한다.
(4) 기
 술진보의 추세에 대응하여 방위력의 질적 수준의 유지·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 기술연구개발 태세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Ⅴ 방위력의 정비, 유지 및 운용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1. 각 자위대의 체제 등 Ⅳ에서 서술한 방위력을 정비, 유지 및 운용하는 것
을 기본으로 하고 그 구체적인 실시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

2. 장
 래 정세에 중요한 변화가 생겨 방위력 태세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
상되는 경우에는 그때의 정세에 비춰 새롭게 검토하기로 한다.

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연도 방위력의 구체적인 정비 내용 가운데 주요한 사항을 결정
함에 있어서는 안전보장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한다.
(1) 경제재정 사정 등을 감안하고 국가의 다른 제 시책과 조화를 도모하면
서 방위력의 정비, 유지 및 운용을 하는 것으로 한다.
(2) 관계 지방 공공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방위시설이 효율적인 유지
와 정비 및 원활한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의 태세 정비에 배려함
과 동시에 주변 지역과 가일층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 시책을 실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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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위계획의 대강(2004년 12월 10일)

4. 방위계획의 대강(2004년 12월 10일)

별표
편성 정수
상비자위관 정원
즉응예비자위관수

16만 명
14만 5천 명
1만 5천 명

2005년도 이후에 관한 방위계획의 대강에 대하여
2004년 12월 10일 안전보장회의 결정/각의 결정

평시 지역에 배치하는 부대

8개 사단
6개 여단

2005년도 이후에 관한 방위계획의 대강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정한다.
육상자위대

기간부대

기동운용부대

1개 기갑사단
1개 공정단
1개 헬기단

이에 따라 1995년 11월 28일부 각의 결정 ‘1996년도 이후에 관한 방위계획
의 대강에 대하여’는 2004년도를 끝으로 폐지한다.
(별지)

지대공유도탄부대
주요 장비

전차
주요 특과 장비

기간부대

호위함부대(기동운용)
호위함부대(지방대)
잠수함부대
소해부대
육상초계기부대

해상자위대

주요 장비

호위함
잠수함
작전용항공기

8개 고사특과군
약 900량
약 900문/량
4개 호위대군
7개 대
6개 대
2개 소해대군
13개 대
약 50척
16척
약 170기

2005년도 이후에 관한 방위계획의 대강

Ⅰ 책정의 취지
우리나라를 둘러싼 새로운 안전보장환경하에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우리나라의 안전보장 및 방위
력의 태세에 대하여 ‘탄도미사일방어시스템의 정비에 대하여’(2003년 12월
19일 안전보장회의 및 각의결정)에 입각해 여기에 ‘2005년 이후에 관한 방위
계획의 대강’으로서 새로운 지침을 제시한다.

Ⅱ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항공경계관제부대

기간부대
항공자위대

주요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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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격전투기부대
지원전투기부대
항공정찰부대
항공수송부대
지대공유도탄부대
작전용항공기
이 중 전투기

8개 경계군
20개 경계대
1개 비행대
9개 비행대
3개 비행대
1개 비행대
3개 비행대
6개 고사군
약 400기
약 300기

1. 오
 늘날의 안전보장환경에 대해서는 미국의 9.11 테러에서 볼 수 있듯이 과
거처럼 국가 간의 군사적 대립을 중심으로 한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테러
조직 등 비국가 주체가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나 탄도미
사일의 확산 진전, 국제테러조직 등의 활동을 포함한 새로운 위협이나 평
화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태(이하 ‘새로운 위협이나 다양한 사
태’라고 한다)에 대한 대응은 국가 간 상호의존관계의 진전이나 글로벌화
를 배경으로 하여 오늘날의 국제사회에 있어 긴박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
한, 지켜야 할 국가나 국민을 갖지 않는 국제테러조직에 대해서는 종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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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가 유효하게 기능하기 어려운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방위계획의 대강(2004년 12월 10일)

3. 이
 상과 같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본격적인 침략사태 발생 가능성은 저하하는 한편, 우리나라로서는

한편, 냉전 종결 후 10년 이상 지나고 미·러 간에 새로운 신뢰 관계가 구축
되는 등 주요국 간의 상호협력·의존관계가 더욱 진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지역의 안전보장상의 문제에 더해 새로운 위협이나 다양한 사태에 대응
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하에서 안정된 국제환경이 각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안
전보장상의 문제에 관한 국제협조·협력이 도모되어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
제적 틀 등을 통한 폭넓은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4. 다
 만,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을 생각할 때에 종심이 짧고 장대한 해안선과
섬들이 많고 인구밀도가 높은 데다 도시부에 산업·인구가 집중해 연안부

이런 가운데 유일한 초대국인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이나 대량살상무기의

에 중요시설이 많이 있다는 안전보장상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재

확산 방지 등의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커다

해가 발생하기 쉬운 자연적 조건을 안고 있다는 것, 나아가 우리나라의 번

란 역할을 하고 있다.

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해상교통의 안전 확보 등이 불가결하다는 점 등 우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군사력의 역할은 다양화해 무력분쟁의 억지·대처에

리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해 분쟁의 예방에서 부흥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Ⅲ 우리나라 안전보장의 기본방침
1. 기본방침

2.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최근 더욱 국가 간 상호의존이 확대·심화 됨에 따라
양자 및 다자간의 연계·협력관계의 충실·강화가 도모되고 있다.
 한편, 냉전 종결 후 극동 러시아의 군사력은 양적으로 대폭 삭감되었지
만, 이 지역에서는 여전히 핵전력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력이 존재함과 동
시에 다수의 국가가 군사력 현대화에 힘을 쏟아왔다. 또한, 한반도나 타이
완해협을 둘러싼 문제 등 불투명·불확실한 요소가 남아 있다. 이런 가운
데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의 개발, 배치, 확산 등을 행함과 동
시에 대규모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인 움직임

 우리나라 안전보장의 제1 목표는 우리나라에 직접 위협이 미치는 것을 방
지하고, 위협이 미칠 경우에는 이를 배제함과 함께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며, 제2 목표는 국제적인 안전보장환경을 개선하여 우리나라에 위협
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지지하
고, 제 외국과의 양호한 협조 관계를 확립하는 등의 외교 노력을 추진함과
함께 미일안전보장체제를 기조로 하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더욱

은 지역의 안전보장에 있어 중대한 불안정요인임과 동시에 국제적인 확

충실하게 하고, 내정의 안정으로 안전보장기반의 확립을 꾀해 효율적인 방

산 방지 노력에 대한 심각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의 안전보장

위력을 정비하는 등 우리나라 자신의 노력, 동맹국과의 협력 및 국제사회

에 커다란 영향력이 있는 중국은 핵·미사일 전력이나 해·공군력 현대화

와의 협력을 통합적으로 조합함으로써 이들 목표를 달성한다.

를 추진함과 동시에 해양에서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등 이러한 동
향에는 앞으로도 주목해갈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일본국 헌법하에 전수방위를 철저히 하고, 타국에 위협
을 주는 군사 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문민통제를 확보함
과 함께 비핵 3원칙을 지키면서 절도 있는 방위력을 자주적으로 정비한다
는 기본방침을 계속해서 견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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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무기의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의 핵억지력에 의존한다. 동시에, 핵무

4. 방위계획의 대강(2004년 12월 10일)

(3) 우리나라의 방위력

기 없는 세계를 목표로 한 현실적·점진적인 핵군축·불확산에의 대처에

방
 위력은 우리나라에 위협이 미쳤을 경우, 이를 배제하는 국가의 의사

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그밖에 대량살상무기나

와 능력을 보여주는 안전보장의 최종적 담보이다.

미사일 등의 운반수단에 관한 군축·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대응에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직접 대항하

적극적인 역할을 해간다.

기보다 스스로가 힘의 공백이 되어 우리나라 주변 지역의 불안정요인
이 되지 않도록 독립국으로서의 필요 최소한의 기반적인 방위력을 보

2. 우리나라 자신의 노력

유한다는 ‘기반적 방위력 구상’을 기본적으로 답습한 ‘1996년도 이후

(1) 기본적인 생각

에 관한 방위계획의 대강’(1995년 11월 28일 안전보장회의 및 각의 결

안전보장정책에서 근간이 되는 것은 스스로 행하는 노력이라는 인식

정)에 따라서 방위력의 정비를 추진해왔으며, 이에 따라 미일안전보

하에 우리나라로서 총력을 다해 대처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직접 위협이

장체제와 더불어 침략의 미연 방지에 기여해 왔다.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최대한 노력한다. 또한, 국제적인 안전보장환

 향후의 방위력에 대해서는 새로운 안전보장환경하에서 ‘기반적 방위

경의 개선에 의한 위협의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나 동맹국

력 구상’의 유효한 부분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위협이나 다양한 사태

과 연계하여 행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외교활동 등을 주체적으

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사

로 실시한다.

회의 평화와 안정이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
다는 인식하에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보다 확고한 것으로 할 것

(2) 국가로서의 통합적인 대응
한편,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위협이 미쳤을 경우에는 안
전보장회의 등을 활용하여 정부로서 신속·적확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관계기관이 적절하게 연계하여 정부가 일체가 되어 통합적으로 대응한
다. 이를 위해 평소 정부의 의사결정을 지탱하는 정보 수집·분석 능력의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자위대, 경찰, 해상보안청 등의 관계기관은 적절
한 역할 분담하에 정보 공유의 확대, 훈련 등을 통해 긴밀한 연계를 확
보함과 더불어 전체로서의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나아가, 각종 재
해 대응이나 경보의 신속한 전달을 비롯한 국민 보호를 위한 각종 체제
를 정비함과 함께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서로 긴밀하게 연계하여 만전
의 태세를 갖춘다.

26

을 목적으로 해서 국제적인 안전보장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
가 협력해서 행하는 활동(이하, ‘국제평화협력활동’이라 한다)에 주체
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방위력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다양화하고 있는 한편 소자화에 의한
젊은 층 인구의 감소, 더욱 어려워고 있는 재정 사정 등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의 우리나라의 방위력에 대해서는 즉응성, 기동성, 유
연성 및 다목적성을 겸비하고, 군사기술 수준의 동향을 바탕으로 한 고도의
기술력과 정보 능력이 뒷받침된 다기능의 탄력적이며 실효성 있는 것으로 한
다. 이때 규모의 확대에 의존하지 않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요원·장비·운용
면에서의 효율화·합리화를 도모하고, 제한된 자원으로 보다 많은 성과를 달
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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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위계획의 대강(2004년 12월 10일)

3. 미일안전보장체제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그 안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미국과의 안전보장체제는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

때문에 관계 각국과의 사이에 공통의 안전보장상의 과제에 대한 각종 협력

이며, 또한, 미국의 군사적 주둔(presence)은 여전히 불투명·불확실한 요소

을 추진하고 이 지역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다.

가 존재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불가
결하다.

 21세기의 새로운 여러 과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유효하게 대처하기 위해

  나아가, 이러한 미일안전보장체제를 기조로 하는 미일 양국 간의 긴밀한

서는 보편적이며 포괄적인 유일한 국제기관인 유엔의 기구를 실효성과 신뢰

협력관계는 테러나 탄도미사일 등의 새로운 위협이나 다양한 사태의 예

성을 높이는 형태로 개혁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로서도 적극

방이나 대응을 위한 국제적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에서도 중요

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 간다.

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지역의 안전보장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로서는 새로운 안전보장환경과 그런 상황하에

에 관한 다국간 협의체, 테러대책이나 해적대책 같은 공통의 과제에 대한 다

서의 전략목표에 관한 미일의 인식의 공통성을 높이면서 미일의 역할 분

국간의 노력도 정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로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노력을

담이나 주일미군의 병력 구성을 포함한 군사태세 등의 안전보장 전반에 관

추진하고 미국과의 협력과 아울러 이 지역에서의 안정된 안전보장환경의 구

한 미국과의 전략적인 대화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그때 미군의 억지력

축을 향해 적절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한다.

을 유지하면서 주일미군 시설·구역에 관한 과중한 부담 경감에 유의한다.
  또한, 정보교환, 주변사태에서의 협력을 포함한 각종 운용 협력, 탄도미

Ⅳ 방위력 태세

사일방어에 있어서의 협력, 장비·기술교류, 주일미군의 주둔을 보다 원활

1. 방위력의 역할

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대처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향후 우리나라의 방위력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은 인식하에 아래와 같이 각

통해 미일안전보장체제를 강화해간다.

분야에서 실효적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
위대의 체제를 효율적인 형태로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

4. 국제사회와의 협력
 국제적인 안전보장환경을 개선해 우리나라의 안전과 번영 확보에 도움이

(1) 새로운 위협이나 다양한 사태에의 실효적인 대응

되도록 정부개발원조(ODA)의 전략적인 활용을 포함해 외교활동을 적극

사
 태의 특성에 맞는 즉응성이나 높은 기동성을 겸비한 부대 등을 그 특

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지역분쟁, 대량살상무기 등의 확산과 국제테러 등

성이나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에 맞게 편성·배치함으로써 새로운 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은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 확보

협이나 다양한 사태에 실효적으로 대응한다.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에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라는 인식하에 국제평화협력활동을 외교와 일체

신속하고 적절하게 행동하고, 경찰 등의 관계기관과의 사이에서는 상황

가 되어 주체적·적극적으로 수행해 간다.

과 역할 분담에 맞게 원활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사태에 대한 빈틈없

  특히, 중동에서 동아시아에 이르는 지역은 이전부터 우리나라와 경제적

는 대응을 위해 노력한다.

관계가 강한 데다 우리나라로의 해상교통로가 되어 있어 자원·에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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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위협이나 다양한 사태 가운데 주요한 것에 관한 대응과 자위대 체제
에 관한 생각은 아래와 같다.
1)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

4. 방위계획의 대강(2004년 12월 10일)

서는 국내 어느 지역에서도 재해구원을 실시할 수 있는 부대나 전문 능
력을 겸비한 체제를 보유한다.
(2) 본격적인 침략사태에 대한 대비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방어시스템의 정비를 포함한

예
 견할 수 있는 장래에 우리나라에 대한 본격적인 침략사태의 발생 가

필요한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실효적으로 대응한다. 우리나라에 대한

능성은 저하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종래와 같은 냉전형의 대기갑

핵무기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의 핵억지력과 함께 이러한 방법으로 적

전, 대잠수함전, 대항공침공을 중시한 정비구상을 전환해 본격적인 침

절하게 대응한다.

략사태에 대비한 장비·요원에 대해서는 발본적인 수정을 하고, 감축을
추진한다. 동시에 방위력 본래의 역할이 본격적인 침략사태에 대한 대

2) 게릴라나 특수부대에 의한 공격 등에 대한 대응

처이며, 또한 그 정비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란 점을 고려해

게릴라나 특수부대에 의한 공격 등에 대해서는 부대의 즉응성, 기동성

주변 제국의 동향에 배려함과 동시에 기술혁신의 성과를 반영해 가장 기

을 더욱 높이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하며, 사태에 실

반적인 부분을 확보한다.

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체제를 보유한다.
(3) 국제적인 안전보장환경의 개선을 위한 주체적·적극적인 대응
3) 도서부에 대한 침략에의 대응

국
 제평화협력활동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교육훈련체제, 소요 부대

도서부에 대한 침략에 대해서는 부대를 기동적으로 수송·전개해 신속하

의 대기 태세, 수송능력 등을 정비해 신속하게 부대를 파견하고, 계속적

게 대응하는 것으로 하며, 실효적인 대처능력을 겸비한 체제를 보유한다.

으로 활동하기 위한 각종 기반을 확립함과 함께 자위대 임무에서의 동
활동의 적절한 위상을 포함하여 소요의 체제를 갖춘다.

4) 주변 해공역의 경계감시 및 영공침범 대처나 무장공작선 등에 대한 대응

 또한, 평소 각종 양국 간·다국간 훈련을 포함한 안보 대화·방위교류

주변 해공역에서 항상 계속적인 경계감시를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함

의 추진이나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관 등이 행하는 군비관리·군축 분야

정이나 항공기 등에 의한 체제를 보유한다. 또한, 영공침범에 대해서 즉

의 여러 활동에 대한 협력 등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활동

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하고, 전투기부대의 체제를 보유한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다. 나아가, 호위함부대 등을 적절하게 보유함으로써 주변 해역에서의
무장공작선, 영해 내에서 잠몰 항행을 하는 외국 잠수함 등에 적절하게
대처한다.
5) 대규모·특수 재해에 대한 대응
대규모·특수 재해 등 인명 또는 재산 보호가 필요한 각종 사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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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위력의 기본적 사항
 상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방위력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사항은 아
래와 같다.

4. 방위계획의 대강(2004년 12월 10일)

(4) 인적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대원의 높은 사기 및 엄정한 규율 유지를 위해 각종 시책을 추진함과 함
께 자위대 임무의 다양화·국제화, 장비의 고도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인재 확보·육성을 추진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1) 통합운용의 강화
각 자위대를 일체적으로 운용하고 자위대의 임무를 신속하고 효과적

안전보장문제에 관한 연구·교육을 추진함과 동시에 그 인적 기반을 강
화한다.

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위대는 통합운용을 기본으로 하여 이를 위한 체
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통합운용에 필요한 중앙조직을 정비함과 함

이러한 역할을 행하기 위한 방위력의 구체적인 체제는 별표와 같이 한다.

께 교육훈련·정보통신 등의 각 분야에서 통합운용기반을 확립한다. 그
때 통합운용 강화에 맞춰 기존 조직 등을 개편하고 효율화를 도모한다.

Ⅴ 유의사항
1. Ⅳ
 에서 서술한 방위력의 정비, 유지 및 운용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

(2) 정보기능의 강화

에 유의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새로운 위협이나 다양한 사태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을 비롯하여 각종 사
태에서 방위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태의 징후를 조

(1) 특
 별하게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재정사정을 감안해 일층의 효율화,

기에 파악함과 함께 신속·적확한 정보 수집·분석·공유 등이 불가결하

합리화를 도모하고 경비를 억제함과 함께 국가의 다른 시책과의 조화

다. 이 때문에 안전보장환경이나 기술 동향 등이 입각한 다양한 정보 수

를 꾀하면서 방위력 전체로서 원활하게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

집 능력이나 종합적인 분석·평가 능력 등의 강화를 꾀함과 동시에 당해

록 한다.

능력을 지탱하는 정보본부를 비롯한 정보부문의 체제를 충실하게 함으
로써 고도의 정보 능력을 구축한다.

(2) 장
 비품 등 취득에 있어서는 조달 가격을 포함한 수명주기비용(life cycle
cost)의 억제를 위한 대응을 추진함과 함께 산학관(産學官)의 우수한 기

(3)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대응
정보통신기술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진보에 의한 각종 기술혁신의 성과

술의 적극적 도입이나 중점적인 자원 배분, 적시 적절한 연구개발 프로
젝트의 재검토 등에 의해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를 방위력에 적확하게 반영시킨다. 특히, 내외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
에 대응하여 통합운용의 추진 등에 불가결한 확실한 지휘명령과 신속한
정보 공유를 추진함과 함께 운용 및 체제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사이
버 공격에도 대처할 수 있는 고도의 지휘통신시스템이나 정보통신네트

(3) 관
 계 지방공공단체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방위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및
정비를 추진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주변 지역과의 가일층의 조화를 꾀
하기 위한 제 시책을 실시한다.

워크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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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대강에서 정한 방위력의 태세는 대체로 10년 후까지를 염두에 둔 것이
지만, 5년 후 또는 정세에 중요한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안전
보장환경, 기술 수준의 동향 등을 감안해 검토를 하고 필요한 수정을 한다.

4. 방위계획의 대강(2004년 12월 10일)

별표 향후의 방위력을 다기능의 탄력적이며 실효성 있는 것으로 한다는 취
지를 고려해 이하의 구체적인 체제를 가지고 Ⅳ에 제시한 다양한 역할을 행
하는 것으로 한다.
편성 정수
상비자위관 정원
즉응예비자위관원수
평시 지역에 배치하는 부대
육상자위대

기간 부대

기동운용부대
지대공유도탄부대

주요 장비

전차
주요 특과 장비

기간 부대

호위함부대(기동운용)
호위함부대(지역배치)
잠수함부대
소해부대
초계기부대

주요 장비

호위함
잠수함
작전용항공기

해상자위대

항공경계관제부대

기간 부대
항공자위대

주요장비
탄도미사일방어에도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장비·기간 부대

전투기부대
항공정찰부대
항공수송부대
공중급유·수송부대
지대공유도탄부대
작전용항공기
이 중 전투기
이지스 시스템 탑재 호위함
항공경계관제부대
지대공유도탄부대

15만 5천 명
14만 8천 명
7천 명
8개 사단
6개 여단
1개 기갑사단
중앙즉응집단
8개 고사특과군
약 600량
약 600문/량
4개 호위대군(8개 대)
5개 대
4개 대
1개 소해대군
9개 대
47척
16척
약 150기
8개 경계군
20개 경계대
1개 경계항공대(2개 비행대)
12개 비행대
1개 비행대
3개 비행대
1개 비행대
6개 고사군
약 350기
약 260기
4척
7개 경계군
4개 경계대
3개 고사군

주: ‘탄도미사일방어에도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장비·기간부대’는 해상자위대의 주요 장비 또는 항공
자위대의 기간 부대 내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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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위계획의 대강(2010년 12월 17일)

5. 방위계획의 대강(2010년 12월 17일)

으로 활용하고, 국제평화와 안정의 유지에 관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지지하고,
제 외국과의 양호한 협조 관계를 확립하는 등의 외교 노력을 추진하는 것을

2011년도 이후에 관한 방위계획의 대강에 대하여

포함해 우리나라 자신의 노력, 동맹국과의 협력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글로

2010년 12월 17일 안전보장회의결정/각의 결정

벌한 협력 등 다층적인 안전보장협력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일본국 헌법하에 전수방위를 철저히 하고, 타국에 위협을 주는

2011년도 이후에 관한 방위계획의 대강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정한다.

군사 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문민통제를 확보하고 비핵 3원

이에 따라 2004년 12월 20일부 각의결정 ‘2004년도 이후에 관한 방위계획의

칙을 지키면서 절도 있는 방위력을 자주적으로 정비한다는 기본방침을 계속

대강에 대하여’는 2010년도를 끝으로 폐지한다.

해서 견지한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유엔평화유지활동이나 인도지원·재해 구
원, 해적 대처 등 비전통적 안전보장문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국제적인 안

(별지)

전보장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행하는 활동(이하, ‘국제

2011년도 이후에 관한 방위계획의 대강

평화협력활동’이라 한다)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핵무기의 위협에 대해서는 장기적 과제인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향해 핵

Ⅰ 책정의 취지
우리나라를 둘러싼 새로운 안전보장환경하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안전보장
및 방위력의 태세에 대하여 ‘2010년도의 방위력 정비 등에 대하여’(2009년
12월 17일 안전보장회의 및 각의 결정)에 입각해 ‘2011년 이후에 관한 방위계
획의 대강’으로서 새로운 지침을 제시한다.

Ⅱ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관한 기본이념
우리나라 안전보장의 제1의 목표는 우리나라에 직접 위협이 미치는 것을 방
지하고, 위협이 미칠 경우에는 이를 배제함과 함께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이며, 이로써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 및 국민의 안심·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다. 제2 목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보장환경의 가일층의 안정화와 글
로벌한 안전보장환경의 개선을 통해 위협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며, 이로써
자유롭고 개발된 국제질서를 유지·강화해 우리나라의 안전과 번영을 확보하
는 것이다. 그리고 제3의 목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정, 글로벌한 안전보장의
확보에 공헌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외교력, 방위력 등을 보다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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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불확산을 위한 노력에 보다 적극적·능동적인 역할을 해간다. 동시에, 현
실적으로 핵이 존재하는 한 핵억지력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확대억지는 불
가결하며, 그 신뢰성의 유지·강화를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해감과 함께
더불어 탄도미사일방어나 국민보호를 포함한 우리나라 자신의 노력으로 적
절하게 대응한다.

Ⅲ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1. 글
 로벌한 안전보장환경의 추세는 상호의존관계가 더욱 진전함으로써 주
요국 간의 대규모 전쟁의 개연성은 저하하는 한편, 일국에서 발생한 혼란
이나 안전보장상의 문제의 영향이 곧바로 세계에 파급될 리스크가 높아
지고 있다. 또한, 민족·종교 대립 등에 의한 지역분쟁에 더해 영토나 주권,
경제권익 등을 둘러싸고 무력분쟁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대립이나 분쟁,
소위 그레이존의 분쟁은 증가 경향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인도·러시아 등의 국력 증가와 맞물려 미국의 영향
력이 상대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글로벌한 파워밸런스에 변화가 생기고
있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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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있어서 대량살상무기나 탄도미사일의 확

동시에 국제적인 확산 방지 노력에 대한 심각한 과제가 되고 있다.

산, 국제테러조직, 해적행위 등에 대한 대응은 계속해서 긴박한 과제다. 이

 대국으로서 성장을 계속하는 중국은 세계와 지역을 위해 중요한 역할

들에 더해 지역분쟁이나 통치기구가 약체화하거나 파탄한 국가의 존재도

을 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국방비를 계속 늘리고, 핵·미사일 전력이

글로벌한 안전보장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이며, 나아가 해양, 우

나 해·공군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의 광범위하고 급속한 현대화를 추진하

주, 사이버공간의 안정적 이용에 관한 리스크가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고 전력을 먼곳에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밖에 주변해

또한,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문제가 안전보장환경에 미칠 영향에도 유의

역에서 활동을 확대하고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중국의 군

할 필요가 있다.

사나 안전보장에 관한 투명성 부족 때문에 지역·국제사회의 우려 사항

 이러한 글로벌한 안전보장과제는 일국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

이 되고 있다

며,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평소부터 협력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극동지역의 군사력 규모를 냉전종결 이후 대폭 감축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군사력의 역할은 더욱 다양화하고 있으며, 무력분쟁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활발하게 군사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의 억지·대처, 국가 간의 신뢰양성·우호관계의 증진 이외에 분쟁의 예방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일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동맹국 및 파트너와

에서 부흥지원 등의 평화구축, 나아가서는 비전통적 안전보장분야에서 비

의 협력을 더욱 중시하여 양자 간 및 다자 간 틀을 활용한 안전보장관계

군사부문과도 연계·협력하면서 군사력이 중요한 역할을 행할 기회가 증가

를 강화하는 등 이 지역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아

하고 있다.

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함과 더불어 미국이 글
로벌한 안전보장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이 되고 있다.

2.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상호의존관계가 확대·심화하는 가운데 안전보
장과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 간의 협력관계의 충실·강화가 도모되고 있으

3. 한
 편, 우리나라는 광대한 해역을 보유하고, 외국으로부터의 식량·자원이

며, 특히 비전통적 안전보장분야를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향한 구체적인

나 해외시장에 많은 것을 의존하는 무역국가이며, 우리나라의 번영을 위

협력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해서는 해양의 안전 확보나 국제질서의 안정 등이 불가결하다. 또한, 우

 한편, 글로벌한 파워밸런스의 변화는 이 지역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

리나라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장대한 해안선과 많은 섬이 있는

다. 우리나라 주변 지역에는 여전히 핵전력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력이 집

지리적 요소를 갖는 한편,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것에 더해 도시부에 산

중해 있으며, 다수의 국가가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군사적인 활동을 활발

업·인구·정보기반이 집중된 데다 연안부에 중요시설이 다수 있는 등 안전

하게 하고 있다. 또한, 영토나 해양을 둘러싼 문제나 한반도와 타이완해

보장상의 취약함을 가지고 있다.

협 등을 둘러싼 문제가 존재하는 등 불투명·불확실한 요소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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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가운데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나 탄도미사일의 개발, 배치, 확산 등을

4. 이
 상을 바탕으로 대규모 착상륙침공 등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

계속함과 더불어 대규모의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는 이외에도 한반도에

는 본격적인 침략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

서 군사적인 도발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움직임은

전보장과제나 불안정요인은 다양하고 복잡하며 중층적이며, 우리나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역의 안전보장에 긴급하고 중대한 불안정요인임과

서는 이에 기인하는 다양한 사태(이하 ‘각종 사태’라 한다)에 적확하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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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의 안전보장과제와 함께 글로벌한 안전보장

3) 안
 전보장회의를 포함한 안전보장에 관한 내각의 조직·기능·체제 등을

과제에 대해 동맹국과 우호국, 기타 관계 각국(이하 ‘동맹국 등’이라 한다)

검증한 위에 총리 관저에 국가안전보장에 관해 관계 각료 간의 정책조

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과 내각총리대신에 대한 조언 등을 행하는 조직을 설치한다.

Ⅳ 우리나라 안전보장의 기본방침
1. 우리나라 자신의 노력
(1) 기본적인 생각

4) 각
 종 재해에의 대응이나 국민 보호를 위한 각종 체제를 계속해서 정비
함과 함께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등이 상호 긴밀하게 연계해 만전의 태
세를 갖춘다.

우리나라의 안전보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근간은 스스로 수행하는 노

5) 국
 제평화협력활동을 비롯해 글로벌한 안전보장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

력이라는 인식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방위의 기본방침 하, 동맹국 등과도

어서 관계기관의 연계는 물론 비정부조직 등과도 연계·협력을 꾀함으

연계하면서 평소부터 국가로서 총력을 다해 대처함과 동시에 각종 사태

로써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실

발생 시에는 사태의 추이에 따라 빈틈없이 대응한다.

태를 바탕으로 PKO 참가 5원칙 등 우리나라의 참가 방법을 검토한다.

(2) 통합적이며 전략적인 대처
이하에 의해 국가로서 통합적이며 전략적으로 대처한다.

6) 안
 전보장·방위문제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얻으면서 국가 전체로서의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안전보장·방위정책을 보다 알

1) 관계기관의 정보수집·분석능력의 향상을 위해 노력함과 더불어 각 부

기 쉽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성(府省)이 서로 협력하면서 보다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안전보장·방위정책에 대한 이해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대외정보 발신

정부 횡단적인 정보보전체제를 강화한다. 이때 정보수집 및 정보통신

을 강화한다.

기능의 강화 등의 관점에서 우주 개발 및 이용을 추진한다. 또한, 사이
버공간의 안정적 이용을 위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처태세 및 대응능
력을 종합적으로 강화한다.

(3) 우리나라의 방위력 - 동적 방위력
방
 위력은 우리나라 안전보장의 최종적인 담보이며, 우리나라에 직접 위
협이 미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협이 미쳤을 경우 이를 배제한다

2) 평소에도 내각관방, 방위성·자위대, 경찰, 해상보안청, 외무성, 법무성,

 오늘날의 안전보장환경의 추세 하에서는 안전보장과제에 대해 실효적

한 내각이 신속·적확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지방공공단체 등과 연계하

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위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군사과학

면서 정부 일체가 되어 대응한다. 이를 위해 각종 사태의 시뮬레이션
이나 종합적인 훈련·연습을 평소에도 실시하는 등 정부의 의사결정 및
대처에 관한 기능·체제를 검증하고 법적 측면을 포함해 필요한 대응에
대해 검토한다.

40

는 국가의 의사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타 관계기관이 연계해 각종 사태 발생 시 내각총리대신을 중심으로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징후가 나타나고 각종 사태가 발생할 때
까지의 시간이 단축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사태에 신속하고 빈틈없
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즉응성을 비롯한 종합적인 부대 운용능력이 중요

41

전후 일본의 방위정책연구

성을 더해가고 있다. 또한, 방위력을 단순히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5. 방위계획의 대강(2010년 12월 17일)

2. 동맹국과의 협력

에도 정보 수집·경계 감시·정찰 활동을 포함한 적시 적절한 운용을 하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초대국인 미국과 미일안

우리나라의 의사와 높은 방위능력을 명시해두는 것이 우리나라 주변의

전보장체제를 중핵으로 하는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평

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억지력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미일동맹은 불가결하다. 또한,

있다. 이 때문에 장비의 운용 수준을 높이고, 그 활동량을 증가시킴으로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의 군사적 존재(presence)는 지역에서의 불측

써 보다 커다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위력

의 사태 발생에 대한 억지 및 대처력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의 운용에 착안한 동적인 억지력을 중시해갈 필요가 있다.

국가들에 커다란 안심을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미일동맹은 다국 간의 안

 동시에, 방위력의 역할은 다양화하고 증대하고 있으며, 양국·다국간

전보장협력이나 글로벌한 안전보장과제에 대한 대응을 우리나라가 효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국제평화협력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가는 것

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미일동맹의 의의를 바탕으로 미일동맹을 새로운 안전보장환경에

 이상의 관점에서 향후의 방위력에 대해서는 방위력의 존재 자체에 의

어울리는 형태로 심화·발전시켜간다. 이를 위해 미일 간에 안전보장환경

한 억지 효과를 중시한 종래의 ‘기반적 방위력 구상’에 의하지 않고 각종

의 평가를 하면서 공통의 전략목표 및 역할·임무·능력에 관한 미일 간의

사태에 대하여 보다 실효적인 억지와 대처를 가능하게 하고 아시아태평

검토를 계속해서 하는 등 전략적인 대화 및 구체적인 정책조정을 계속해서

양지역의 안전보장환경을 보다 안정되게 하고 글로벌한 안전보장환경

한다. 또한, 정보협력, 계획 검토 작업의 심화, 주변사태에서의 협력을 포

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동적인 것으로 만들

함한 각종 운용 협력, 탄도미사일 방위에서의 협력, 장비·기술 협력과 같

어갈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즉응성, 기동성, 유연성, 지속성 및 다목적

은 종래의 분야에서의 협력, 확장억제의 신뢰성 향상, 정보보전을 위한 협

성을 겸비하고 군사기술수준의 동향을 반영한 고도의 기술력과 정보 능

의를 추진한다. 나아가 지역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한 미군의 억지

력에 기반을 둔 동적 방위력을 구축한다.

및 대처력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미일협력의 충실을 꾀하기 위한 조치를

 한층 엄중해지고 있는 안전보장환경에 대응하려면 적절한 규모의 방

검토한다. 더불어 공동훈련, 시설의 공동사용 등 평소의 각종 협력을 강화

위력을 착실하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때 어려운 재정 사정을 고

함과 함께 국제평화협력활동 등을 통한 협력이나 우주, 사이버공간에서의

려해 본격적인 침략사태에 대비해 보유해온 장비·요원을 비롯하여 자
위대 전체의 장비·인원·편성·배치 등의 발본적 개편에 의한 과감한 효
율화·합리화를 추진한 위에 진정으로 필요한 기능에 자원을 선택적으
로 집중해 방위력의 구조적인 변혁을 꾀하며,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보
다 많은 성과를 달성한다. 또한, 인사제도의 발본적인 개선을 통해 인건
비의 억제·효율화와 함께 연소화(年少化)에 의한 정예화의 향상 등을

대응, 해상교통의 안전보장 확보 등 국제공공재의 유지 강화, 나아가 기후
변화 같은 분야을 포함해 지역적 및 글로벌한 협력을 추진한다.
 이러한 대처와 동시에 미군의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오키나와현을 비롯
한 지역의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주일미군의 병력태세 재검토 등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착실하게 실시한다. 또한, 접수국 지원을 비롯한 주
일미군의 주둔을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한다.

추진해 인건비 비율이 높고 자위대 활동경비를 압박하고 있는 방위예산
의 구조 개선을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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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위계획의 대강(2010년 12월 17일)

3. 국제사회에서의 다층적인 안전보장협력

 이러한 외교활동과 일체가 되어 국제평화협력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1)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협력

한다. 그때 우리나라의 지식·경험 등을 살린 지원을 위해 노력함과 함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양국 간·다국 간의 안전보장 협력을 다층적으
로 조합하여 네트워크화하는 것은 미일동맹과 더불어 동 지역의 안전보
장 환경의 가일층의 안정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불가결하다.
 특히, 미국의 동맹국이며 우리나라와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
및 호주와는 양국 간 및 미국을 포함한 다국간 협력을 강화한다. 그리
고 전통적 파트너인 아세안(ASEAN)제국과의 안전보장 협력을 유지·
강화해간다. 또한, 아프리카, 중동에서 동아시아에 이르는 해상교통의
안전 확보 등에 공통의 이익을 갖는 인도를 비롯한 관계 각국과의 협력
을 강화한다.
 이 지역 안전보장에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사이

께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전략적으로 실시
하는 것으로 한다.
 나아가 글로벌한 안전보장 과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유럽 국가들과도 협력관계의 강화를 도모
함과 함께 해양·우주·사이버 공간의 안정적 이용과 같은 국제공공재의
유지·강화, 대량살상무기나 미사일 등 운반수단에 관한 군축 및 확산 방
지를 위한 국제적인 대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이밖에 대규모 재해
나 팬데믹 시 인도지원·재해구원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Ⅴ 방위력 태세

에서는 안전보장 대화·교류 등을 통해 신뢰관계를 증진함과 함께 비전

1. 방위력의 역할

통 안전보장 분야 등에서의 협력관계의 구축·발전을 도모한다. 특히, 중

 향후 우리나라의 방위력에 대해서는 상기의 동적방위력 같은 사고 하에 이

국과의 사이에서는 전략적 호혜 관계 구축의 일환으로서 다양한 분야

하의 분야에서 적절하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때 평소부터

에서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확보한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동맹국 등과도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1) 실효적인 억지 및 대처

 다국간의 안전보장 협력에 대해서는 아세안지역포럼(ARF)이나 아세

우
 리나라 주변 각국의 군사동향을 파악하고 각종 징후를 조기에 찰지(察

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 플러스) 등의 틀 등을 통해 비전통적 안

知)하기 위해 평소부터 우리나라 및 그 주변에서 상시 계속적인 정보수

전보장 분야를 중심으로 역내 질서와 규범, 실제적인 협력관계의 구축

집·경계감시·정찰활동(이하 ‘상속감시(常續監視)’라고 한다)에 의한 정

을 향해 적절한 역할을 한다.

보 우위을 확보함과 함께 각종 사태 전개에 따라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
응한다. 또한, 본격적인 침략사태에 대비하여 불확실한 장래 정세 변화

(2)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협력

에 대해 필요최소한의 대비를 유지한다.

글로벌한 안전보장 환경을 개선하여 우리나라의 안전과 번영 확보에 도
움에 되도록 분쟁, 테러 등의 근본 원인의 해결 등을 위해서 정부개발원
조(ODA)를 전략적·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등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추
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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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특히 이하를 중시한다.
1) 주변해공역의 안전 확보
주변해공역에서 상속감시를 하는 등 동 해공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

5. 방위계획의 대강(2010년 12월 17일)

6) 복합 사태에 대한 대응
상
 기 사태에 대해서는 복수 사태의 연속적 또는 동시적 발생도 상정해
사태에 따라 실효적인 대응을 한다.

하고, 우리나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실효적으로 대응한다.
7) 대규모·특수 재해 등에 대한 대응
2) 도서부(島嶼部)에 대한 공격에의 대응

대
 규모·특수 재해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공단체(지방정부. 47개 광역자

도서부에의 공격에 대해서는 기동운용 가능한 부대를 신속하게 전개

치단체와 시정촌 및 특별구, 역자) 등과 연계·협력하여 국내 어느 지역

하고 평소부터 배치해둔 부대와 협력해서 침략을 저지·배제한다. 그때

에서도 재해구원을 실시한다.

순항미사일대처를 포함하여 도서 주변에서의 방공태세를 확립함과 동
시에 주변해공역에서의 항공 우세 및 해상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한다.

(2)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의 일층의 안정화
우리나라 주변에서 상속감시나 훈련·연습 등의 각종 활동을 적시·적절

3)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

하게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의 안정을 추구한다.

사이버공격에 대해서는 자위대의 정보시스템을 방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미일동맹관계를 심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용하여 대처함과 동시에 사이버공격에 관한 고도

화시키면서 양국 간 및 다국 간 방위협력·교류, 공동훈련·연습을 다층적

의 지식·기능을 집적(集積)해 정부 전체로서 행하는 대응에 기여한다.

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비전통적인 안전보장 분야에서 지뢰·불발탄 처리
등을 포함한 자위대가 보유한 능력을 활용해 실제적인 협력을 추진함과

4) 게릴라 및 특수부대에 의한 공격에 대한 대응

동시에 역내 협력의 틀 구축·강화나 역내 제국의 능력 구축을 지원한다.

게릴라 및 특수부대에 의한 공격에 대해서는 기동성을 중시하면서 즉응
성이 높은 부대에 의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한다. 특히, 연안부에서

(3) 글로벌한 안전보장 환경의 개선

의 잠입 저지를 위한 경계 감시, 중요시설의 방호 및 침입한 부대의 수

인도부흥지원을 비롯한 평화구축이나 정전감시를 포함한 국제평화협력

색 및 격파를 중시한다.

활동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또한, 국제연합 등이 행하는 군비
관리·군축·불확산 등의 분야에서의 여러 활동이나 능력구축 지원에 적

5)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해서는 상시 계속적인 경계태세를 유지함과 동시

극적으로 관여함과 동시에 동맹국 등과 협력해 국제테러활동, 해상교통
의 안전 확보나 해양질서 유지를 위한 대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에 다층적인 방호태세에 의해 요격회피능력을 갖춘 탄도미사일에도 실
효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만일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를 국한
(局限)하기 위해 사후처리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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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위계획의 대강(2010년 12월 17일)

2. 자위대의 태세

3. 자위대의 체제

 자위대는 1.에서 언급한 방위력의 역할을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1) 기본적인 구상

종 사태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태세에 더해 이하에 제시한 태세

자
 위대는 2.에서 언급한 태세를 유지하면서 1.에서 서술한 방위력의 역

를 유지한다.

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1) 즉응태세

 그때 효과적·효율적인 방위력을 정비한다는 관점에서 각종 활동에 활

대기태세의 유지, 기동력의 향상, 숙련도·가동률의 유지·향상 등을

용할 수 있는 기능, 비대칭적인 대응능력을 갖는 기능 및 비대체적인 기

통해 부대 등의 즉응성을 제고하고, 이것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배

능을 우선적으로 정비한다. 구체적으로는 냉전형의 장비·편성을 감축하

치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

고 부대의 지리적 배치나 각 자위대의 운용을 적절하게 재검토함과 동

위대가 동적방위력으로서 억지·대처하는 데 있어서 유효하게 역할을

시에 난세이(南西)지역도 포함해 경계감시, 양상(洋上)초계, 방공, 탄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지 기능의 생존성(원문 抗堪性, survivability)1

미사일 대처, 수송, 지휘통신 등의 기능을 중점적으로 정비해 방위태세

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료, 탄약(훈련탄을 포함한다)을 확보하고 유지정

의 충실을 도모한다.

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한다.

 나아가 각 자위대에 관한 예산배분에 대해서도 안전보장환경의 변화에
맞춰 전례에 구애받지 않고 종적인 행위를 배제하고(縦割りを排除し) 종

(2) 통합운용태세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에 필요한 정보수집태세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위성통신을 포함한 고도의 정보통신네트워크를 활용한 지휘통제기능
및 정보공유태세, 사이버공격대처태세를 유지함으로써 통합운용을 원
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3) 국제평화협력활동 태세

합적인 견지에서 과감하게 재검토한다.
 또한, 통합운용의 추진이나 미일공동의 대처태세 구축 추진 등의 관점
에서 육상자위대의 작전기본부대(사단·여단) 및 방면대의 태세에 대해
지휘·관리 기능의 효율화에도 유의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나아가 본격적인 침략사태에 대비하여 불확실한 장래의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문적 지견(知見)이나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에 한해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다양한 임무, 신속한 파견, 장기 활동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태세 등의 충실

(2) 체제정비시의 중시 사항

등을 도모함으로써 국제평화협력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위대의 체제정비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중시한다.
1) 통합의 강화
통합의 강화를 목표로 통합막료감부의 기능 강화를 비롯하여 지휘통제,

1. 기
 지나 시설이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피해를 일정 범위내로 줄이고 생존해 그 기능을 유지하는
성능을 말한다.

48

정보수집, 교육훈련 등의 통합운용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수송, 위생,
고사(高射), 구난, 조달·보급·정비, 주둔지·기지업무 등 각 자위대의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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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적인 기능에 대하여 정리, 공동부대화, 집약·거점화 등에 의해 통합
의 관점에서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체제를 정비한다.
2) 도서부(島嶼部)에서의 대응능력 강화

5. 방위계획의 대강(2010년 12월 17일)

5) 효율적·효과적인 방위력 정비
현
 저하게 어려워지고 있는 재정사정을 감안해 일층의 효율화·합리화를
도모하고 경비를 억제함과 동시에 국가의 다른 제 시책과의 조화를 꾀
하면서 방위력 전체로서 원활하게 만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자위대의 배치가 공백지역인 도서부에 대해 필요최소한의 부대를 새롭

다. 이를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함과 더

게 배치함과 동시에 부대가 활동할 때의 거점, 기동력, 수송능력 및 실

불어 Ⅵ의 조치를 추진한다.

효적인 대처능력을 정비함으로써 도서부에의 공격에 대한 대응이나 주
변해공역의 안전 확보에 관한 능력을 강화한다.
3) 정보기능의 강화
각종 사태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정보수집·분석·공유 등을 적절하
게 행하기 위해 우주분야를 포함한 기술동향 등에 바탕을 둔 다양한 정
보수집 능력이나 정보본부 등의 종합적인 분석·평가 능력 등을 강화해
정보·운용·정책 각 부문의 관통하는 정보공유체제를 정비한다. 또한,
자위대의 해외파견 부대 등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
도록 지리정보 등의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는 등 원격지에서의 활동
에 대한 정보 지원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체제를 정비한다. 나아가, 관계
국과의 정보협력·교류의 확대·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4)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대응
고도의 기술력과 정보능력에 바탕을 둔 방위력을 정비하기 위해 각종 기
술혁신의 성과를 방위력에 적확하게 반영시킨다. 특히, 고도의 지휘통
신시스템이나 정보통신네트워크를 정비함으로써 확실한 지휘명령과 신
속한 정보공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사이버공격 대처를 통합적으로 실시
하는 체제를 정비한다.

(3) 각 자위대의 체제
1) 육상자위대
가. 각종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각종 사태에 유효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높은 기동력이나 경계감시능력을 갖추고 각지에 신속하게 전
개하는 것이 가능하며, 국제평화협력활동 등 다양한 임무를 효과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대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한다.
이때 자위대의 배치공백이 된 도서부 방위에 대해서도 중시함과 더
불어 부대의 편성이나 인적 구성을 재검토해 효율화·합리화를 철저
하게 한다.
나. 항공수송, 공정(空挺), 특수무기방호, 특수작전 및 국제평화협력활
동 등에 유효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 기능을 갖춘 기동운용부
대를 보유한다.
다. 작전부대 및 중요지역의 방공(防空)을 유효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
대공유도탄부대를 보유한다.
2) 해상자위대
가. 평소부터 정보수집·경계감시, 대잠작전 등 각종 작전의 효과적인 수
행에 의한 주변해역이 방위나 해상교통의 안전 확보 및 국제평화협
력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동적으로 운용하는 호위함부대 및
함재 회전익 초계기부대를 보유한다. 또한, 당해 함정부대는 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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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위계획의 대강(2010년 12월 17일)

의 지대공유도탄부대와 함께 탄도미사일공격으로부터 우리나라 전

Ⅵ 방위력의 능력 발휘를 위한 기반

체를 다층적으로 방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이지스시스템 탑재 호

방위력의 정비, 유지 및 운용을 효율적·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 이하를 중

위함을 보유한다.

시한다.

나. 수중에서의 정보수집·경계감시를 평소부터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
광범위하게 실시함과 동시에 주변해역의 초계를 유효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증강된 잠수함부대를 보유한다.

(1)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대
 원의 높은 사기 및 엄정한 규율 유지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한다. 사

다. 양상(洋上)에서의 정보수집·경계감시를 평소부터 우리나라 주변해

회의 소자화·고학력화와 자위대 임무의 다양화 등에 적확하게 대응할

역에서 광범위하게 실시함과 동시에 주변해역의 초계를 유효하게 수

수 있도록 질 높은 인재의 확보·육성을 꾀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

행할 수 있도록 고정익초계기부대를 보유한다.

시함과 동시에 대원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위생기반 등을 정비한

라.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소해를 유효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소해부대
를 보유한다.

다. 또한, 안전보장문제에 관한 연구·교육을 추진하고 동 문제에 관한
지적 기반을 충실·강화한다. 나아가, 과혹(過酷) 또는 위험한 임무 수행
에 대해서 적절한 처우가 확보되도록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한다.

3)항공자위대
가. 우리나라 주변의 거의 모든 공역을 상시 계속적으로 경계감시함과
더불어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것 이외
에도 필요한 경우 경계관제를 유효하게 할 수 있도록 항공경계관제
부대를 보유한다.

 동시에 자위대 전체의 인원 규모 및 인원 구성을 적절하게 관리해 정강
성(精强性)을 확보한다. 그때 자위대가 수행해야 할 임무나 체력, 경험,
기능 등의 밸런스에 유의하면서 병력을 증강하고 간부 및 준조(准曹)의
구성 비율을 낮추며, 계급 및 연령 구성도 재검토한다. 나아가, 인원 배
치의 적정화라는 관점에서 자위관의 직무를 재정리해 제1선 부대 등에
젊은 대원을 우선적으로 충당함과 동시에 그 밖의 직무에 대해서 최적

나. 전투기와 그 지원기능이 일체가 되어 우리나라의 방공(防空) 등을 종

화된 급여 등의 처우를 적용하는 등 국가공무원 전체의 인건비 삭감 방

합적인 태세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의 항공경계관제부대에 더해 능

향성에 입각한 인사시책의 재검토를 포함한 인사제도개혁을 실시한다.

력이 뛰어난 신형 전투기를 보유하는 전투기부대, 항공정찰부대, 국

이상에 더해 민간 활력의 일층의 유효한 활용 등에 의해 후방업무의 효

제평화협력활동 등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항공수송부대 및 공

율화 등 인원의 합리화를 추진하고 인건비를 억제함으로써 엄중한 재정

중급유·수송부대를 보유한다.

사정 속에서 유효한 방위력을 확보한다. 이때 사회에서의 퇴직 자위관의

다. 중요지역의 방공(防空)을 실시함과 동시에 2)의 가.의 이지스시스템

유효한 활용을 도모하고 공적 부문에서의 채용을 포함한 재취직 지원 및

탑재호위함과 함께 탄도미사일공격으로부터 우리나라 전체를 다층

퇴직 후의 예우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것들과 일체가 된 형태로

적으로 방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지대공유도탄부대를 보유한다.

서 조기퇴직제도 등의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관민의 협력이나 인적 교
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주요한 편성, 장비 등의 구체적인 규모는 별표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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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비품 등의 운용기반의 충실

5. 방위계획의 대강(2010년 12월 17일)

(6) 방위시설과 주변지역과의 조화

장비품 등을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유지정비하고 가동률을 높은 수준

관
 계 지방공공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방위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및

으로 유지하는 등 방위력의 운용에 불가결한 장비품 등의 운용기반을

정비를 추진화기 위해 당해 시설 주변지역과의 일층의 조화를 도모하기

충실하게 한다.

위한 제 시책을 실시한다.

(3) 장비품 취득을 더욱 효율화

Ⅶ 유의사항

계약에 관한 제도 전반의 개선이나 단기집중조달·일괄조달 등 효율적인

1. 이
 대강에서 정한 방위력의 태세는 대체로 10년 후까지를 염두에 두며,

조달방식을 더 많이 채용하는 등 조달가격을 포함한 수명주기비용(life

방위력의 변혁을 추구하지만, 정세에 중요한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그 시

cycle cost)의 억제를 더욱 철저하게 해 비용 대 효과를 높인다. 또한, 외

점에서 안전보장환경, 기술 수준의 동향 등을 감안해 검토를 하고 필요한

부 감사제도를 충실하게 추진해 조달의 투명성을 향상시킨다.

수정을 한다.

(4) 방위생산·기술기반의 유지·육성

2. 이
 대강에 정한 방위력의 원활·신속·적확한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보장의 중요성이란 관점에서 방위생산·기술기반에 대하여 꼭 국내

계획적인 이행 관리를 함과 동시에 사후검증을 실시한다. 또한, 1.의 재검

에 유지해야 할 것을 특정해 그 분야의 유지·육성에 주력해서 선택과 집

토에 도움이 되도록 바람직한 방위력의 모습에 대해서 부단한 검토를 실

중을 실현함으로써 안정적이며 중장기적인 방위력의 유지정비를 위해

시한다.

방위생산·기술기반에 관한 전략을 책정한다.
(5) 방위장비품을 둘러싼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대한 방책의 검토
평화에의 공헌, 국제적인 협력에 있어서 자위대가 가지고 다니는 중기
(重機) 등 장비품의 활용이나 재해발생국 등에 대한 장비품 공여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제공동
개발·생산에 참가함으로써 장비품의 고성능화를 실현하면서 코스트 상
승에 대응하는 것이 선진국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커다란 변
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에 대해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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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대하여(2013년 12월 17일)

별표
편성 정수
상비자위관 정원
즉응예비자위관원수
평시 지역에 배치하는 부대
육상자위대

기간 부대

기동운용부대
지대공유도탄부대

주요 장비

전차
화포
호위함부대

기간 부대
해상자위대
주요 장비

잠수함부대
소해부대
초계기부대
호위함
잠수함
작전용 항공기
항공경계관제부대

기간 부대
항공자위대

주요장비
탄도미사일방어에도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장비·기간 부대

15만 4천 명
14만 7천 명
7천 명
8개 사단
6개 여단
중앙즉응집단
1개 기갑사단
7개 고사특과군/연대

본 결정은 ‘국방의 기본방침에 대하여’(1957년 5월 20일 국방회의 및 각의
결정)를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4개 호위대군(8개 호위대)
4개 호위대
6개 잠수대
1개 소해대군
9개 항공대
48척
22척
약 150기

전투기부대
항공정찰부대
항공수송부대
공중급유·수송부대
지대공유도탄부대
작전용 항공기
이 가운데 전투기

약 340기
약 260기

항공경계관제부대
지대공유도탄부대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정한다.

약 400량
약 400문/량

4개 경계군
24개 경계대
1개 경계항공대(2개 비행대)
12개 비행대
1개 비행대
3개 비행대
1개 비행대
6개 고사군

이지스 시스템 탑재 호위함

2013년 12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 결정/각의 결정

6척
11개 경계군/대(隊)
6개 고사군

주1: ‘탄도미사일방어에도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장비·기간부대’는 해상자위대의 주요 장비 또는 항
공자위대의 기간 부대 내의 수
주2: 탄
 도미사일방어 기능을 갖춘 이지스 시스템 탑재 호위함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방어관련 기술
의 진전, 재정사정 등을 바탕으로 별도 정할 경우에는 상기 호위함 척수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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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에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대하여

 정부는 본 전략에 입각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사령탑 기능 하에
정치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정부 전체로서 국가안전보장정책을 한층 전

Ⅰ 책정의 취지

략적이며 체계적인 것으로서 실시해 간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그 존립

 나아가, 국가의 다른 여러 시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본 전략을 바탕으로

을 완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이하 ‘국가안전보장’이라 한다)

외교력, 방위력 등이 전체적으로 그 기능을 원활하고 충분히 발휘될 수 있

을 둘러싼 환경이 한층 엄중해지고 있는 가운데 풍요롭고 평화로운 사회

도록 국가안전보장상의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으로 한다.

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익을 장기적 시점에서

 본 전략의 내용은 대략 10년 정도의 기간을 염두에 둔 것으로, 각종 정

확정한 위에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침로를 정해 정부가 전

책의 실시과정을 통해 NSC에서 정기적으로 체계적인 평가를 하고, 적시

체로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방책을 추진해가는 것이다.

에 적절하게 이것을 발전시켜 가기로 하고, 정세에 중요한 변화가 예상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지역 및 세계 평화 및 안정, 번영에 공헌해왔다.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안전보장환경을 감안해 검토를 하고 필요한 수정

글로벌화가 진전하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의 주요한 플레

을 한다.

이어로서 지금까지 이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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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인식에 입각해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본방침을 제시하기 위해

Ⅱ 국가안전보장의 기본이념

여기에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책정한다.

1. 우리나라가 내세우는 이념

 본 전략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평화 국가로서의 걸어온 길과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풍요로운 문화와 전통을 보유하고, 자유·민주주의·기본적 인

가 내걸어야 할 이념인 국가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분명

권의 존중·법의 지배 같은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고, 높은 교육수준을 가

하게 하고, 국익에 대해서 검증하고, 국가안전보장의 목표를 제시한다. 그

진 풍부한 인적 자원과 높은 문화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개방된 국제경제

위에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의 동향을 전망하고 우리나라가 직

시스템의 은혜를 입으면서 발전을 해온, 강한 경제력과 높은 기술력을 보

면한 국가안전보장상의 과제를 특정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제를 극복하고

유한 경제대국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유효하게 활

 또한, 우리나라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광대한 배타적경제수역과 해

용해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가안전보장을 지탱하는 국내기

안선이 긴 혜택을 받아 해상무역과 해양자원 개발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

반의 강화와 내외에서의 이해 촉진을 도모하면서 다양한 차원의 노력을

루고 ‘개방되고 안정된 해양’을 추구해온 해양국가로서의 얼굴도 함께 가

다층적이며 협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우리나라가

지고 있다.

취해야 할 외교정책 및 방위정책을 중심으로 한 국가안전보장상의 전략적

 우리나라는 전후 일관해서 평화 국가로서의 길을 걸어왔다. 전수방위에

어프로치를 제시하고 있다.

철저하고 타국에 위협을 주는 군사 대국이 되지 않고 비핵 3원칙을 지킨다

 또한, 본 전략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본방침으로서 해양, 우주, 사이

는 기본방침을 견지해왔다.

버, 정부개발원조(ODA), 에너지 등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분야의 정책

 또한, 우리나라와 보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미국과의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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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진전시킴과 동시에 각국과의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우리나라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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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국익과 국가안전보장의 목표

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해왔다. 나아가, 우리나라

국
 가안전보장의 기본이념을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실현함에 있어서 우리

는 인간안전보장의 이념에 입각한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이나 지구규모

나라의 국익과 국가안전보장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끊임없이 변화하

의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 타국과의 무역·투자관계를 통해 국제사회의 안

는 안전보장환경에 적용시켜 모든 수단을 다해갈 필요가 있다.

정과 번영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

 우리나라의 국익이란 우선, 우리나라 자신의 주권·독립을 유지하고 영

가들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협력도 밑바탕이 되어

역을 보전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안정과 경제성장을 달성해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실현해오고 있다.

며, 풍부한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조로 하는 우

 더불어 우리나라는 평화 국가로서의 입장에서 유엔헌장을 준수하면서

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그 존립을 완수하는 것이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관과 연계하고 그것들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

 또한, 경제발전을 통해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국민의 더 큰 번영을 실현

고 있다. 특히, 냉전의 종결에 따라 군사력의 역할이 다양화하는 가운데 유

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보다 강고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엔평화유지활동(PKO)을 포함한 국제평화협력활동에도 계속적으로 참가

를 위해서는 해양국가로서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자유로운 교역과

하고 있다. 또한, 세계에서 유일한 전쟁피폭국으로서 군축·불확산에도 적

경쟁을 통해 경제발전을 실현하는 자유무역체제를 강화하고 안정성 및

극적으로 참여해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

투명성이 높고 예측하기 쉬운 국제환경을 실현해가는 것이 불가결하다.

을 주도하고 있다.

 나아가,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법의 지배와 같은 보편적

 이러한 우리나라의 평화 국가로서의 발걸음은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

가치나 룰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유지·옹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

와 존경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것을 보다 확고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라에게 있어서의 국익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이 한층 엄중해지고 있는 것

 이러한 국익을 지키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어울리는 책임을 다하

이나 우리나라가 복잡하고 중대한 국가안전보장상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기 위해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우리나라 국가안전보

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협조주의의 관점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

장의 기본이념으로 해서 이하의 국가안전보장의 목표 달성을 도모한다.

결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나라 일국만으로는 확보할

 첫 번째 목표는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그 존립을 완수하

수 없으며, 국제사회도 또한 우리나라가 그 국력에 어울리는 형태로 국제

기 위해 필요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에 직접 위협이 미치는 것을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방지함과 동시에 만일 위협이 미칠 경우에는 이것을 배제하고 피해를 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는 향후의 안전보장환경 하에서 평화 국가

소화하는 것이다.

로서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또한 국제정치경제의 주요 플레이어

 두 번째 목표는 미일동맹의 강화, 역내외 파트너와의 신뢰·협력관계의

로서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안

강화, 실제적인 안전보장협력의 추진에 의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보

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장환경을 개선해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발생을 예방하고 줄

안정 및 번영 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기여해 간다. 이

이는 것이다.

것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제시해야 할 국가안전보장의 기본이념이다.

 세 번째 목표는 부단한 외교노력이나 인적공헌에 의해 보편적 가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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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에 입각한 국제질서의 강화, 분쟁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글로벌

 동시에, 글로벌화나 기술혁신의 진전의 부(負)의 측면으로서 비국가

한 안전보장환경을 개선해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국제사회를 구

주체에 의한 테러나 범죄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상황이 확대되

축하는 것이다.

고 있다. 이에 더해 이러한 위협이 세계 어느 지역에서 발생해도 순식간
에 지구를 돌아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Ⅲ.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과 국가안전보장상의 과제

는 상황이 되고 있다.

1. 글로벌한 안전보장환경과 과제
(1) 파워밸런스의 변화 및 기술혁신의 급속한 진전
금세기에 들어와 국제사회에서 과거에는 볼 수 없을 정도로 파워밸런스
가 변화하고 있어 국제정치 역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파워밸런스 변화의 주체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이며, 특히 중국은 국
제사회에서의 존재감을 점점 높이고 있다. 한편, 미국은 국제사회에서의

(2) 대량살상무기 등의 확산 위협
우
 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전쟁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사용의 비참함
을 가장 잘 아는 나라이며,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나
라의 책무이다.
 핵·생물·화학(NBC) 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 및 그것들의 운반수단
이 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등의 이전·확산·성능 향상과 관련한 문제는

상대적 영향력은 변화하고 있지만,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더해 그 가치나

여전히 우리나라나 국제사회의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문화를 원천으로 하는 소프트파워를 보유함으로써 여전히 세계 최대의

의한 핵·미사일 개발문제나 이란 핵문제는 단순히 각각의 지역 문제라

종합적인 국력을 보유한 국가이다. 또한, 자신들의 안전보장정책 및 경

고 하기보다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나

제정책상의 중점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시프트하겠다는 방침(아시

아가, 종래의 억지가 유효하게 기능하기 어려운 국제테러조직을 비롯

아태평양지역에의 리밸런싱)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한 비국가 주체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등의 취득·사용에 대해서도 계속

 이러한 파워밸런스의 변화는 국제정치경제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

해서 우려되고 있다.

양으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했지만,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교섭이
나 유엔에서의 기후변화 교섭의 정체 등 국제사회 전체의 통치구조(거
버넌스)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상실하고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화의 진전이나 기술혁신의 급속한 진전은 국가 간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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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테러의 위협
테
 러 사건은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국제테러조직에 의한 테러
의 위협은 여전히 높다.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국제테러조직에게 있어서

의존을 심화시키는 한편, 국가와 비국가 주체 간의 상대적 영향력의 변

조직 내 혹은 다른 조직과의 정보공유·연계, 지리적 억세스의 확보나 무

화를 조장하는 등 글로벌한 안전보장환경에 복잡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 입수 등이 보다 용이해졌다.

 주권국가는 계속해서 국제사회에서 주요한 주체이며, 국가 간 대립이

 이런 가운데 국제테러조직은 정정이 불안정하고 통치능력이 취약한

나 협조가 국제사회의 안정을 좌우하는 최대 요인이다. 그러나, 글로벌

국가·지역을 활동이나 훈련 거점으로 이용해 테러를 실행하고 있다. 이

화의 진전으로 사람, 물건, 자본, 정보 등의 국경을 초월한 이동이 용이

에 더해 이러한 국제조직의 이데올로기에 공명한 다른 조직이나 개인이

해진 결과 국가 이외의 주체도 국제사회에서의 의사결정에 보다 중요한

테러 실행의 주체가 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국제테러의 확산·다양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 진행되고 있다.

63

전후 일본의 방위정책연구

6.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대하여(2013년 12월 17일)

 또한, 우리나라가 일부 국제테러조직으로부터 공격 대상으로 지목되

지역의 안정에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자원·에너지의

고 있는 데다 실제로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나 우리나라의 권익이 피해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중동지역에서 우리나라 근해에 이르는 해상교

를 보는 테러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 및 국민은 국내외에서 국제테

통로는 그 연안국에서의 지역분쟁 및 국제테러에 더해 해적문제 등의

러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여러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이러한 국제테러에 대해서는 실행범과 피해자의 다국적화가 나타나 국

에 대처하는 것이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에서도 중요한 과

제협력에 의한 대처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제가 되고 있다.
 나아가, 북극해에서는 항로의 개통, 자원개발 등 다양한 가능성의 확

(4) 국제공공재(Global Commons)에 관한 리스크

대가 예측된다. 이 때문에 국제적인 룰 아래 각국이 협력해서 대처할 것

최근 해양, 우주 공간, 사이버공간과 같은 국제공공재(Global Commons)

이 기대되고 있지만, 동시에 이것이 국가 간의 새로운 마찰 원인이 될

에 대한 자유로운 억세스 및 그 활용을 방해하는 리스크가 확산하고 심

우려도 있다.

각해지고 있다.

 우주 공간은 지금까지도 민생분야에서 활용돼왔지만, 정보수집이나 경

 해양은 국제해양법협약으로 대표되는 해양에 관한 국제법에 의해 규율

계감시기능의 강화, 군사를 위한 통신수단의 확보 등 최근 안전보장상

되고 있지만, 기존의 국제법을 존중하지 않고 힘을 배경으로 한 일방적

그 중요성이 현저하게 증대하고 있다.

인 현상변경을 꾀하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주 공간이나 사

 한편, 우주 이용국가의 증가에 수반해 우주 공간이 혼잡해져 위성파괴

이버공간에서는 각국 간 입장의 차이로 인해 적용되어야 할 규범의 확

실험이나 인공위성끼리의 충돌 등에 의한 우주 쓰레기(Space debris)의

립이 발전도상에 있다.

증가, 대(對) 위성무기의 개발 움직임을 비롯해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우

 이러한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국제적 룰 만들기를

주 공간의 이용을 방해하는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

추진해 당해 룰을 존중하면서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대처하는 것이 경제

 또한, 정보시스템이나 정보통신네트워크 등에 의해 구성된 글로벌한

발전만이 아니라 안전보장의 관점에서도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공간인 사이버공간은 사회활동, 경제활동, 군사활동 등 모든 활동이 의

 ‘개방되고 안정된 해양’은 세계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며, 각국은 스스

거하는 장소가 되고 있다.

로 혹은 협력해서 해적, 불심선(不審船), 불법 투기, 밀수·밀입국, 해상

 한편, 국가의 비밀정보 절취, 기간적인 사회 인프라 시스템의 파괴, 군

재해에의 대처나 위험물의 제거와 같은 다양한 과제에 대처해 해상교통

사시스템의 방해를 의도한 사이버공격 등에 의한 리스크가 심각해지고

로(Sea Lane)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있다.

 그러나, 최근 자원의 확보나 자국의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각국의 이해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시스템을 비롯해 모든 것이 네트워크화하고 있다.

가 충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해양에서의 충돌 위험성이나 그

이 때문에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의한 경제성장이나 이노베이션을 추

것이 한층 더 예측할 수 없는 사태로 발전할 위험성도 고조되고 있다.

진하는데 필요한 장(場)인 사이버공간의 방호는 우리나라의 안전보장

 특히, 남중국해에서는 영유권을 둘러싸고 연안국과 중국 사이에 분쟁

에 만전을 기한다는 관점에서 불가결하다.

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양에서의 법의 지배, 항행의 자유나 동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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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또한, 식료나 물에 대해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환경문제

글로벌화가 진전을 보여 사람, 물자, 자본, 정보 등이 대량으로 단시간에

가 심각해져 세계적인 수급의 핍박이나 일시적인 공급문제 발생 리스

국경을 초월해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국제경제활동이 확대됨으로

크가 존재한다.

써 국제사회에 번영을 가져다주고 있다.
 한편, 빈곤, 격차의 확대, 감염증을 포함한 국제보건과제, 기후변화와

2.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안전보장환경과 과제

기타 환경문제, 식량안전보장, 나아가 내전, 재해 등에 의한 인도적 위

(1)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략환경의 특성

기처럼 한 나라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개인의 생존과 존엄을

글
 로벌한 파워밸런스의 변화는 국제사회에서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

위협하는 인간의 안전보장상의 중요하고 긴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

요성을 높여 안전보장 면에서의 협력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 지

러한 가운데 국제사회가 개발분야에서 달성해야 할 공통의 목표인 밀레

역에서의 문제·긴장도 만들어내고 있다.

니엄개발목표(MDGs)는 일부 지역, 분야에서 달성이 곤란한 상황에 있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대규모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 등이 집

다. 또한, 향후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대나 경제규모의 확대로 인한 에너

중되고 핵무기를 보유 또는 핵개발을 계속하는 국가 등도 존재하는 한

지, 식료, 수자원의 수요 증대가 새로운 분쟁의 원인이 될 우려도 있다.

편, 안전보장 면에서의 지역협력의 틀은 충분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이들 문제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역내 각국의 정치·경제·사회체제의 차이는 여전히 크고 이로 인해 각

우리나라로서도 인간의 안전보장이라는 이념에 입각한 시책 등을 추진

국의 안전보장관(安全保障觀)이 다양하다는 점도 이 지역의 전략환경

할 필요가 있다.

의 특성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파워밸런스의 변화에 수반해 발생하는 문제나 긴장

(6) 리스크를 안고 있는 글로벌 경제

에 더해 영역주권이나 권익 등을 둘러싸고 순수한 평시도 유사도 아닌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는 세계경제에서 분리된 자기완결적인 경제는 존

사태, 소위 그레이존사태가 발생하기 쉬워 이것이 더욱 중대한 사태로

재하기 어렵고, 일국의 경제위기가 세계경제 전체에 전파될 리스크가 고

발전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금융경제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또한, 분

 한편,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역내 제국의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의 기

업화를 배경으로 국경을 초월해 밸류 체인·서플라이 체인이 구축되고

회 증가가 나타나는 이외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국간 안전

있는 오늘날 실물경제에서도 같은 경향이 생겨나고 있다.

보장 대화나 양국 간·다국 간 공동훈련도 이루어져 상호이해의 심화와

 이러한 상황 하에서 재정문제의 우려나 신흥국 경제의 감속(減速) 등도

공동대처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발생하고 있으며,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 일부로부터는 보호주의적인

서는 이러한 중층적인 대응을 한층 촉진·발전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움직임이나 새로운 무역 룰 만들기에 소극적인 자세도 나타나게 되었다.
 나아가, 최근 에너지 분야에서의 기술혁신이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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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도발행위

자원국에 의한 자원내셔널리즘의 고양이나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에너

한
 반도에서는 한국과 북한 양쪽의 대규모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다. 북한

지·광물자원의 수요증가와 그에 수반하는 자원획득 경쟁의 심화 등이

은 현재에도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해 있으며, 인권상황도 전혀 개선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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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한편 군사 면에 자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하고 있다.

 또한, 타이완해협을 사이에 둔 양안관계는 최근 경제 분야를 중심으

 또한, 북한은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나 탄도미사일의 능력을

로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한편, 양안의 군사밸런스는 변화하고 있으며,

증강함과 더불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인 도발행위나 우리나라에 대한

양안관계에는 안정화의 움직임과 잠재적인 불안정성이 병존하고 있다.

것도 포함해 다양한 도발적 언동을 반복해 지역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
 특히, 북한에 의해 미국 본토를 사정권 안에 포함하는 탄도미사일의 개
발이나 핵무기의 소형화 및 탄도미사일에의 탑재 시도는 우리나라를 포
함한 지역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을 질적으로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대량살상무기 등의 불확산이라는 관점에서도 국제사회 전체에 심
각한 과제가 되고 있다.
 나아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체제 확립이 진행
되는 가운데 북한 내부 정세도 계속해서 주시해갈 필요가 있다.
 더불어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는 우리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안전
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며, 국가의 책임 하에 해결해야 할 긴급한 과제이
다. 또한, 기본적 인권의 침해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문제이다.

Ⅳ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국가안전보장상의 전략적 어프로치
국가안전보장의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자신의 능력과 그것을 발
휘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스스로 해야 할 역할을 착실히 수
행하면서 상황 변화에 맞게 자신의 능력을 적응시켜가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력 및 기술력의 강화에 더해 외교력, 방위력 등을 강화해 국가안전보
장상의 우리나라의 강인성을 높이는 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비롯한 국
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본 전략에서의 전략
적 어프로치의 중핵을 이룬다.
 또한 국가안전보장상의 과제를 극복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협
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의 입장에서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하면
서 각국과의 협력관계를 확대·심화시킴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보유한 다양

(3) 중국의 급속한 대두와 다양한 영역으로의 적극적 진출

한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해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국제적인 규범을 공유·준수함과 동시에 지역이나 글로벌한 과제

 이러한 관점에서 외교정책 및 방위정책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가 취해

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며 협조적인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한

야 할 전략적 어프로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편, 계속되고 있는 높은 국방비 증가율을 배경으로 충분한 투명성이 결
여된 가운데 군사력을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강화하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은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 해공역에서 기존의 국제법 질서와는 양
립하지 않는 독자적인 주장에 입각해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로 보이
는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센카쿠열도 부근 영해침입
및 영공침범을 비롯한 우리나라 주변해공역에서의 활동을 급속하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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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능력·역할의 강화·확대
(1) 안정된 국제환경 창출을 위한 외교의 강화
국
 가안전보장의 요체는 안정되고 예측하기 쉬운 국제환경을 창출해 위
협의 출현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

대·활발하게 함과 동시에 동중국해에서 독자적인 ‘방공식별구역’을 설

화주의 하에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의 실현에 우리나라가 더

정해 공해상공의 비행의 자유를 방해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국제질서나 안전보장환경

 이러한 중국의 대외자세, 군사 동향 등은 그 군사나 안전보장정책에 관

을 실현해 갈 필요가 있다.

한 투명성 부족과 더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사항이 되

 이를 위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안전보장환경이나 국제사회의 조류를 분

고 있어 중국의 동향에 대해서 신중하게 주시해갈 필요가 있다.

석하는 힘이 우선 필요하다. 그 위에 발생하는 일이나 사건에 대한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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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대응에 좇기지 말고 국제사회의 과제를 주도적으로 설정해 능동적

우선하면서 각종 사태의 억지·대처를 위한 체제를 강화한다.

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을 증진해가는 힘을 축적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이에 더해 핵무기 위협에 대해서는 핵억지력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확

우리나라나 우리나라 국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힘이나 특성을 효과적

장억제가 불가결하며, 그 신뢰성의 유지·강화를 위해서 미국과 긴밀하

으로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주장을 국제사회에 침투시키고 우리나라 입

게 연계해감과 동시에 이에 맞춰 탄도미사일방어나 국민보호를 포함한

장에 대한 지지를 결집하는 외교적인 창조력 및 교섭력이 필요하다. 또

우리나라 자신의 노력에 의해 적절하게 대응한다.

한, 우리나라의 매력을 살려서 국제사회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소프트파
워의 강화나 우리나라 기업이나 국민의 요구(needs)를 감도 높게 파악

(3) 영역보전에 관한 대응의 강화

해 이것들의 글로벌한 전개를 서포트하는 힘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

우
 리나라 영역을 적절하게 보전하기 위해 상술한 종합적인 방위체제의

하다. 이에 더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관에 대해서 우리나라 직원의 증

구축 이외에 영역경비를 담당하는 법 집행기관의 능력 강화나 해양감시

강을 포함해 보다 적극적인 공헌을 해가는 것이 적극적 평화주의를 추

능력의 강화를 추진한다. 이에 더해 다양한 불측의 사태에 빈틈없이 대

진하는 우리나라의 책무이다. 이러한 강력한 외교를 추진해가기 위해 외

응할 수 있도록 관계성청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교 실시 체제의 강화를 추진해간다. 외교의 강화는 안전보장의 확보를

 또한, 우리나라 영역을 확실하게 경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

실현하기 위해 불가결하다.

부단하게 검토를 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강구한다.
 나아가 국경을 이루는 외딴섬의 보전, 관리 및 진흥을 위해 적극적으로

(2) 우리나라를 지켜내는 종합적인 방위체제의 구축

대응함과 동시에 국가안전보장의 관점에서 국경의 외딴섬, 방위시설 주

우리나라에 직접 위협이 미치는 것을 막고 위협이 미칠 경우에는 이를

변 등에 있어서의 토지 소유 상황의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토지이용 등

배제한다는 국가안전보장의 최종적인 담보가 되는 것이 방위력이며, 이

의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다.

를 착실하게 정비한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엄중한 안전보장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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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안전보장의 확보

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 환경의 변화나 국력과 국정(國情)에 맞게 실효

해
 양국가로서 각국과 긴밀하게 연계하면서 힘이 아니라 항행·비행의 자

성이 높은 통합적인 방위력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통합운용을 기본으

유나 안전의 확보, 국제법에 입각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포함한 법의

로 한 유연하고 즉응성이 높은 운용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정부기관

지배와 같은 기본 룰에 입각한 질서에 바탕을 둔 ‘개방되고 안정된 해

만이 아니라 지방공공단체나 민간부문과의 연계를 심화시키는 등 무력

양’의 유지·발전을 향해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한다. 구체적으로는 해상

공격사태 등에서 대규모 자연재해에 이르는 모든 사태에 빈틈없이 대응

교통로(sea lane)에서의 다양한 위협에 대해 해적 대처 등 필요한 조치

하기 위한 종합적인 체제를 평소부터 구축해간다.

를 취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각국과의 해양안전보장

 그 중핵을 담당하는 자위대의 체제정비에 있어서는 본 전략을 바탕으

협력을 추진한다.

로 방위계획의 대강 및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포함한 계획체계의 정비

 또한, 이러한 대처를 위해 중요한 우리나라의 해양감시능력에 대해 국

를 추진함과 동시에 통합적이며 종합적인 시점에 서서 중요해진 기능을

제적 네트워크 구축에 유의하면서 우주의 활용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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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테러대책의 강화

협력 기회의 증가와 질의 향상을 도모한다.

원
 자력관련 시설의 안전 확보 등 국내에서의 철저한 국제테러대책은 말

 특히, 페르시아 만 및 남중국해를 거쳐 우리나라 근해에 이르는 해상교

할 것도 없고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재외국민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통로는 자원·에너지의 대부분을 중동지역으로부터의 해상 수송에 의존

위해 민간 기업이 보유한 위험정보가 보다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공유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들 해상교통로 연안국

되도록 정보 교환·협력 체제를 구축함과 더불어 평소부터의 국제테러정

등의 해상보안능력의 향상을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와 전략적 이해

세에 관한 분석체제나 해외에서의 정보수집능력의 강화를 추진하는 등

를 공유하는 파트너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국제테러대책을 강화한다.

(5) 사이버 안전(security)의 강화

(7) 정보기능의 강화

사이버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행위로부터 사이버공간을 지키고 자유롭

국
 가안전보장에 관한 정책판단을 적확하게 지원하기 위해 인적정보, 공

고 안전한 이용을 확보한다. 또한, 국가의 관여가 의심되는 것을 포함한

개정보, 전파정보, 화상정보 등 다양한 정보원에 관한 정보수집능력을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회시스템을 방호한다. 이를

발본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각종 정보를 융합·처리한 지리공간정보의

위해 국가 전체로서 조직·분야 횡단적인 대응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사

활용도 추진한다.

이버공간의 방호 및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능력의 일층의 강화를 도

 나아가 고도의 능력을 보유한 정보전문가의 육성을 비롯한 인적 기반

모한다.

의 강화 등에 의해 정보 분석·집약·공유 기능을 높여 정부가 보유한 모

 그래서 평소부터 리스크평가(risk assessment)에 입각한 시스템의 설

든 정보수단을 활용한 종합적인 분석(all source analysis)을 추진한다.

계·구축·운용, 발생한 사안의 파악, 피해 확대방지, 원인의 분석규명, 유

 이에 더해 외교·안전보장정책의 사령탑이 될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한 사안 발생 방지 등의 분야에서 관민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안전

에 자료·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정책에 적절하게 반영해가는 것 등을 통

관련 인재층의 강화, 제어시스템의 방호·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

해 정보 사이클을 효과적으로 가동시킨다.

해 관계기관의 연계강화와 역할분담의 명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사이

 이러한 정보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2013

버 현상의 감사·조사, 감지·분석, 국제조정 등의 기능 향상 및 이러한 임

년 법률 제108호) 아래 정부횡단적인 정보보전체제의 정비 등을 통해 카

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강화를 포함한 각종 시책을 추진한다.

운터인텔리전스 기능을 강화한다.

 이러한 시책의 추진에 있어서 폭넓은 분야에서의 국제연계의 강화가
불가결하다. 이를 위해 기술·운용 양면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 또한, 관계국과의 정보 공유 확대를 도모하는 것 이외
에 사이버 방위협력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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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방위장비·기술협력
평
 화공헌·국제협력에 있어서 자위대가 휴대하는 중무기 등의 방위장비
품의 활용이나 재해발생국가에의 공여(이하 ‘방위장비품의 활용 등’이

73

전후 일본의 방위정책연구

6.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대하여(2013년 12월 17일)

라 한다)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기도 하다. 이를 위해 (군민) 양용의 기술을 포함해 더욱 기술의 진흥을

또한, 방위장비품의 고성능화를 실현하면서 비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촉진해 우리나라 기술력의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제공동개발·생산이 국제적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협

 기술력 강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기

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 관점에서 방위장비품의 활용 등에 의

술개발관련정보 등 과학기술에 관한 동향을 평소부터 파악해 산학관의

한 평화공헌·국제협력에 한층 적극적으로 관여함과 동시에 방위장비품

힘을 결집시켜 안전보장분야에서도 유효하게 활용하도록 노력해간다.

등의 공동개발·생산 등에 참여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보유한 국제적으로도 뛰어난 에너지절약(성(省)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무기수출3원칙 등이 지금까지 해온 역할에도

에너지)이나 환경관련 기술 등은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나라가 지구규

충분히 배려한 위에 이전을 금지하는 경우의 명확화, 이전을 인정할 수

모 과제에 대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것들을 외교

있는 경우의 한정 및 엄격한 심사, 목적 외 상용 및 제3국 이전에 관한 적

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간다.

정관리 확보 등에 유의하면서 무기 등의 해외이전에 관해 새로운 안전
보장환경에 적합한 명확한 원칙을 정하기로 한다.

2. 미일동맹의 강화
미
 일안전보장체제를 중핵으로 한 미일동맹은 과거 60여 년에 걸쳐 우리

(9) 우주 공간의 안정적 이용 확보 및 안전보장분야에서의 활용 추진

나라의 평화와 안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불가결한 역

우주 공간의 안정적 이용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생활이나 경제에 필요불

할을 행함과 동시에 최근에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에도 보다

가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우주개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용을 지탱하는 과학기술이나 산업기반의 유지향상을 도모함과 동시

 미일동맹은 국가안전보장의 기축이다. 미국에게도 한국, 오스트레일리

에 안전보장상의 관점에서 우주 공간의 활용을 추진한다.

아, 태국, 필리핀 같은 지역 국가들과의 동맹 네트워크에서 중핵적인 요소

 특히, 정보수집위성의 기능 확충·강화를 도모한다. 또한, 자위대 부대

로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전략의 기반이 되어 왔다.

의 운용, 정보 수집·분석, 해양의 감시, 정보통신, 위치측정과 같은 분야

 이러한 미일의 긴밀한 동맹관계는 미일 양국이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에서 우리나라 등이 보유한 각종 위성의 유효활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우

인권의 존중, 법의 지배 같은 보편적 가치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주 공간의 상황 감시체제의 확립을 추진한다.

것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도 미국의 아시

 또한, 위성제조기술 등 우주개발이용을 지탱하는 기술을 포함해 우주

아태평양지역에의 관여를 지탱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

개발이용의 추진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안전보장에 도

등에도 뒷받침되고 있다.

움이 되도록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미일 양국은 정상·각료 차원을
비롯해 다양한 차원에서 긴밀하게 연계하고 양국 간 과제만이 아니라 북

(10) 기술력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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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제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세나 테러대책, 대량살상무기의 불

우리나라의 높은 기술력은 경제력이나 방위력의 기반이라는 것은 말할

확산 등 글로벌한 안전보장상의 과제에 대해서도 대처해왔다.

것도 없고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강하게 요구하는 가치 있는 자원이

 또한, 미일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도 후술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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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교섭 등을 통해 룰에 입각한 투명성이 높은 형태로 아시아태평양

 나아가 상호운용성의 향상을 포함한 미일동맹의 기반 강화를 도모하

지역의 경제적 번영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 위해 장비·기술 면에서의 협력, 인적 교류 등 다면적인 대응을 추진

 이처럼 미일 양국은 양국 간만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비롯한 국

해간다.

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위해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
계를 부단히 강화·확대시켜 왔다.

(2) 안정적인 미군의 주둔(presence) 확보

 또한, 우리나라가 상술한 대로 안전보장 면에서의 노력을 강화하는 한

미
 일안전보장체제를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최

편, 미국으로서도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중시하는 국방전략 하에서 동 지

적의 미군 병력태세의 실현을 목표로 한 대응에 우리나라도 주체적으로

역에서의 존재감(미군 주둔, presence)의 충실,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를

협력함과 동시에 억지력을 유지·향상시키면서 오키나와를 비롯한 지역

비롯한 동맹국 등과의 연계·협력의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우리나라의 안전에 더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그 일환으로서 주일미군 주둔경비 부담을 비롯한 다양한 시책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미일안전보장체제의 실

주일미군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주둔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면서 오키나

효성을 한층 높이고 보다 다면적인 미일동맹을 실현해갈 필요가 있다. 이

와 주둔 미 해병대의 괌 이전 추진을 비롯해 주일미군재편을 미일합의

러한 인식에 서서 우리나라는 이하의 대응을 추진한다.

에 따라 착실하게 실시함과 더불어 지역과의 관계에 유의하면서 자위대
및 미군에 의한 시설·구역의 공동사용 등을 추진한다.

(1) 폭넓은 분야에서의 미일 간의 안전보장·방위협력의 강화

 또한, 주일미군 시설·구역 주변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자신의 방위력 강화를 통한 억지력의 향상은 말할

착실하게 실시한다. 특히, 오키나와 현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상 매

것도 없고 미국에 의한 확장억제의 제공을 포함한 미일동맹의 억지력에

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미군의 주둔이 미일동맹의 억지력에 크게 기

의해 자국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여하고 있는 한편 주일미군 전용시설·구역의 대부분이 집중돼 있다는

 미국과의 사이에 구체적인 방위협력 태세나 미일의 역할·임무·능력

점을 고려해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의 이전을 포함한 부담 경감을 위해

(RMC)의 태세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본 전략을 고려한 각종 정책과의

최대한 노력해간다.

정합성을 꾀하면서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공동훈련, 공동의 정보수집·경계감시·정찰(ISR) 활동 및 미군·

3.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파트너와의 외교·안전보장협력의 강화

자위대의 시설·구역의 공동사용을 추진하는 이외에 사태 대처나 중장

우
 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상술한 것처럼 정

기적인 전략을 포함해 각종 운용협력 및 정책조정을 긴밀하게 수행한다.

치·경제·안전보장의 모든 면에서의 미일동맹의 강화가 불가결하지만, 이

이에 더해 탄도미사일방어, 해양, 우주 공간, 사이버공간, 대규모 재해대

에 더해 이를 위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내외의 파

응 등의 폭넓은 안전보장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서 미일동맹의 억지

트너와의 신뢰·협력관계를 아래와 같이 강화한다.

력 및 대처력을 향상시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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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및 인도와 같은

에 위치하는 등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인도와는 양국 간에 구축된 전

우리나라와 보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와의 협력관계

략적 글로벌 파트너십에 입각해 해양안전보장을 비롯해 폭넓은 분야

를 이하와 같이 강화한다.

에서 관계를 강화해간다.

- 이웃나라이며, 지정학적으로도 우리나라 안전보장에 있어서 매우 중
요한 한국과 긴밀하게 연계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미래지향의 중층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고, 안전보장협력기반을 강
화한다. 특히, 한미일 3국 간 협력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
하는 데 열쇠가 되는 틀이며,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협력을
포함해 이를 강화한다. 나아가, 다케시마(일본에서 독도를 부르는 말,
역자 주)의 영유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
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입각해 끈기 있게 외교노력을 해간다.

(2) 우
 리나라와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
정에 불가결한 요소이다. 대국적이며 중장기적 견지에서 정치·경제·금
융·안전보장·문화·인적 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중일의 ‘전략적 호혜관
계’를 구축해 그것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간다. 특히, 중국이 지역
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위해 책임 있는 건설적 역할을 하고 국제적
인 행동규범을 준수하며, 급속하게 확대하는 국방비를 배경으로 한 국
사력의 강화에 관해서 개방성 및 투명성을 향상시키도록 계속해서 촉
구해 간다.
 그 일환으로서 방위교류의 계속·촉진에 의해 중국의 군사·안전보장정

- 지역의 중요한 파트너인 오스트레일리아와는 보편적 가치만이 아니라

책의 투명성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불측의 사태 발생 회피·방지를 위

전략적 이익이나 관심도 공유한다. 양국 간의 상호보완적인 경제관계

한 틀의 구축을 포함한 대응을 추진한다. 또한, 중국이 우리나라를 포함

의 강화에 더해 전략인식의 공유, 안전보장협력을 착실히 추진해 전략

한 주변국가와의 사이에 독자적인 주장에 입각해 힘에 의한 현상변경의

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질서 형성이나 국

시도로 보이는 대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로서는 사

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강화를 위한 대응에 있어서 폭넓은 협

태를 에스컬레이트시키지 않고 중국 측에 대해서 자제를 요구하면서 계

력을 추진한다. 그때 미일호주 3개국 협력의 틀도 적절하게 활용한다.

속해서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해간다.

- 경제성장이나 민주화가 진전을 보이고 문화적 다양성을 보유하며 우리
나라 해상교통로의 요충을 차지하는 지역에 위치한 ASEAN 국가들과

(3) 북
 한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국과 긴밀하게 연계하면서 6자회담 공동성명

는 40년 이상에 걸쳐 전통적인 파트너십에 입각해 정치·안전보장분야

이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입각한 비핵화 등을 향한 구

를 비롯해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발전시킨다. ASEAN의 통일

체적인 행동을 북한에 대해서 요구해간다. 또한, 북일관계에 대해서는

성 유지·강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지원한다. 또한, 남중국해 문제에 대

북일평양선언에 입각해 납치·핵·미사일 같은 여러 현안의 포괄적인 해

한 중국과의 행동규범(COC) 책정을 위한 움직임 등 분쟁을 힘이 아니

결을 목표로 노력해간다. 특히,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의 해결 없

라 법과 룰에 따라 해결하고자 하는 관계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효과적

이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기본인식 하에 하루라도 빨

이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범이 책정되도록 지원한다.

리 모든 납치피해자의 안전 확보 및 즉시 귀국, 납치에 관한 진상규명,

- 세계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와 높은 경제성장이나 잠재적 경

납치실행범의 인도를 위해 전력을 다해간다.

제력을 배경으로 영향력이 증대하고 우리나라의 해상교통로의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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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아시아지역의 안전보장환경이 더욱 엄중해지는 가운데 안전보장 및

적 인권의 존중, 법의 지배와 같은 보편적 가치나 시장경제 등의 원칙

에너지분야를 비롯해 모든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러일

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향해 함께 주도적인

관계를 전체적으로 높여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할 파트너이다. 국제사회의 파워밸런스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향

데 보편적 가치나 룰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구축해 글로벌한 과제에 효

해 연계해감과 동시에 최대 현안인 북방영토문제에 대해서는 북방 4개

과적으로 대처해 평화롭고 번영하는 국제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

섬의 귀속문제를 해결해서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일관된 방침 아래 정

나라의 정책을 실현해가는 위해 EU(유럽연합) NATO(북대서양조약

력적으로 교섭을 추진해간다.

기구), OSCE(유럽안보협력기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간다. 또한,
우리나라가 민주화에 기여해온 동유럽제국 및 발트제국, 코카서스제

(5) 이러한 노력을 함에 있어서는 APEC을 비롯해 EAS, ASEAN+3, ARF,
ASEAN확대국방장관회의(ADMM

Plus),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브
 라질, 멕시코, 터키,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신흥국은

(TPP) 같은 기능적이며 중층적으로 구축된 지역협력의 틀, 혹은 한미

국제경제만이 아니라 국제정치에서도 그 존재감을 더하고 있어 양국

일, 미일호주, 미일인도 같은 3개국 간의 틀이나 지리적으로 근접한 경

간 관계만이 아니라 글로벌한 과제에 대한 협력을 추진한다.

제대국인 한중일의 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나아가, 향후 동아시아
에서 보다 제도적인 안전보장의 틀이 가능하도록 우리나라로서도 적절
하게 기여해간다.
(6) 몽골, 중앙아시아제국, 남서아시아제국, 태평양도서국, 뉴질랜드, 캐나
다,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와 같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우호 국
가들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 확보를 향해 협력한다. 태평양에 광대
한 배타적경제수역과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한 태평양도서국과는 태
평양·도서국 정상회의 등을 통해 해양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7)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향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이외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 유럽은 국제여론형성, 주요한 국제적 틀에서의 규범 형성력, 그리고
커다란 경제규모를 지니고 있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
인,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자유, 민주주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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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관계를 강화한다.

-중
 동의 안정은 우리나라에게 에너지의 안정공급과 직결하는 국가생존
과 번영에 관한 문제이다. 걸프만 연안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최대 원
유 공급원이지만, 중동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국가와 자원·에
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를 초월한 폭넓은 분야에서의 경제면, 나아
가서는 정치·안전보장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한 중층적인 협력관계
의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아랍의 봄’에 발단을 둔 아랍국가들의 민주
화 문제, 시리아정세, 이란의 핵문제, 중동평화,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구축 같은 중동의 안정에 중요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도 적극
적인 역할을 한다. 그때 미국, 유럽제국,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같은 중
동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와 협조한다.
-전
 략적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아프리
카는 유망한 경제 프론티어인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강화하
고 있어 TICAD(아프리카개발회의) 프로세스 등을 통해 아프리카의
발전과 평화 정착을 위해 계속해서 공헌한다. 또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추진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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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우리나라는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의 입장에서 국제사

 특히, 해양, 우주 공간 및 사이버공간에서의 법의 지배의 실현·강화에

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간다.

대해서 관심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정책협의를 추진하면서 국제규범
형성이나 각국 간의 신뢰양성조치를 향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1) 유엔외교의 강화

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능력 구축에 더욱 기여한다.

유엔은 안보리에 의한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회복을 위한 집단안전

-해
 양에 대해서는 지역적 대응이나 그 밖의 노력을 추진하고, 힘이 아

보장제도를 중핵으로 해서 설치되었지만, 동 제도는 애초 상정한 대로

니라 법과 룰이 지배하는 해양질서를 강화하는 것이 국제사회 전체의

충분히 기능해오지 않았다.

평화와 번영에 불가결하다는 국제적인 공유인식의 형성을 목표로 주

 한편, 유엔은 폭넓은 국가들이 참가하는 보편성, 전문성에 뒷받침된 정

도적 역할을 발휘한다.

통성이라는 강점을 살려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주도

-우
 주 공간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억세스 및 활용을 확보하는 것이 중

하고 있다. 특히, 냉전 종결 이후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회복 분야에

요하다는 생각에 입각해 위성파괴 실험의 방지나 위성충돌의 회피를

서 유엔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지금까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몇 차례나 해본 경험
을 바탕으로 유엔에서의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회복을 위해 더욱 적
극적으로 기여해 간다.

목적으로 하는 국제행동규범 책정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우주 공간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이용의 확보를 도모한다.
-사
 이버공간에 대해서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의 확보를 기본으로 한

 또한, 유엔의 PKO(평화유지활동)나 집단안전보장조치 및 예방외교나

다는 구상 하에 그런 생각을 공유하는 국가와 연계하고 기존의 국제

조정 등의 외교적 수단만이 아니라 분쟁 후의 긴급인도지원에서 복구부

법 적용을 전제로 한 국제적인 룰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가함과 동

흥에 이르는 빈틈없는 지원, 평화구축위원회를 통한 지원 등 유엔이 주

시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능력구축 지원을 적극적으로 행한다.

도하는 다양한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해 간다.
 동시에, 집단안전보장기능의 강화를 포함해 유엔의 실효성과 정통성
향상의 실현이 긴급한 과제이며, 상임·비상임 양쪽의 의석 확대 및 우
리나라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포함한 안보리 개혁의 실현을 추구한다.

(3) 군축·불확산에 관한 국제노력의 주도
우
 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전쟁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 실
현을 향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북한에 의한 핵개발 및 탄도미사일개발의 진전이 초래하는 위협이나

(2) 법의 지대 강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래 핵전력 밸런스 동향, 군사기술의 급속한

법의 지배의 옹호자로서 계속해서 국제법을 성실하게 준수할 뿐만 아니

진전을 바탕으로 미일동맹 하에서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 유지와 정

라 국제사회에서의 법의 지배의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국제적인 룰 만들

합성을 취하면서 북한에 의한 핵·미사일개발문제나 이란의 핵문제 해

기에 구상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때 공평성, 투명성, 호혜성

결을 포함한 군축·불확산을 향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한다.

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이념이나 주장을 반영시켜 간다.

 또한, 무기나 군사전용 가능한 기자재, 기술 등이 우려 국가 등으로 확

 또한, 국제사법기관에 대한 인재·재정 면의 지원, 각국에 대한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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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대하여(2013년 12월 17일)

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수출관리 레짐에서의 논의에 적극적으

대처능력이 불충분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

로 참여하는 것을 포함해 관계국과 협조하면서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수

력하고 국가안전보장의 관점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국제테러대책을 추

출관리 노력을 착실하게 실시한다. 나아가, 소형무기나 대인지뢰 등의

진해간다.

통상무기에 관한 국제적인 대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불법 무기, 약물의 거래와 유괴 등 조직범죄의 수익이 테러리스
트의 중요한 자금원이 되고 있으며, 테러와 국제조직범죄는 밀접한 관계

(4) 국제평화협력의 추진
우리나라는 20년 이상에 걸쳐 국제평화협력을 위해 캄보디아, 골란고원,
동티모르, 네팔, 남수단 등 다양한 지역에 자위대를 비롯한 요원을 파견
해 그 실적은 내외로부터 높은 평가를 얻어왔다.

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조직범죄를 방지하고, 이
와 싸우기 위한 국제협력·개발도상국 지원을 강화해간다.
5. 지구 규모 과제 해결을 위한 보편적 가치를 통한 협력의 강화

 향후,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국
 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보편적 가치의

대한 국제사회로부터의 평가나 기대도 고려하여 PKO 등에 보다 적극적

공유, 개방된 국제경제시스템의 강화를 도모하며, 빈곤, 에너지문제, 격차

으로 협력한다. 그때 ODA 사업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등 활동의 효과적

의 확대, 기후변화, 재해, 식료문제 같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의 저해

인 실시를 위해 노력한다.

요인이 될 수 있는 개발문제나 지구규모 과제 해결을 위해 ODA의 적극

 또한, ODA나 능력구축지원의 더 많은 전략적 활용이나 NGO와의 연

적·전략적 활용을 도모하면서 이하의 조치를 취한다.

계를 포함해 안전보장관련분야에서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의 스킴으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기관에 대한 지원도 실시할 수 있

(1) 보편적 가치의 공유

는 체제를 정비한다.

자
 유, 민주주의, 여성의 권리를 포함한 기본적 인권의 존중, 법의 지배

 나아가, 지금까지의 경험을 활용한 평화구축 인재육성이나 각국 PKO

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계를 통한 글로벌한 과제에

요원의 육성도 정부가 하나가 되어 적극적으로 한다. 이러한 노력을 함

공헌하는 외교를 전개한다.

에 있어서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등 동 분야에서의 경험을 보유한

1990년대에 동유럽국가들이나 ASEAN 국가들에서 시작되어 2010년대

관계국 등과도 긴밀하게 연계를 도모한다.

초반 아랍의 국가들에 이르렀던 세계적인 민주화의 흐름은 글로벌화나
시장경제화의 급속한 진전과 맞물려 어느새 불가역적인 것이 되어 있다.

(5) 국제테러대책에서의 국제협력의 추진
테러는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서도 정당화할 수 없으며, 강하게 비난받
아 마땅하며, 국제사회가 일체가 되어 단호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
요하다.
 국제테러정세나 국제테러대책협력에 관한 각국과의 협의나 의견교환,
테러리스트를 엄정하게 처벌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적 틀의 강화, 테러

84

 한편, ‘아랍의 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민주화는 반드시 스무스하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선진 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 인간
의 안전보장 이념을 바탕으로 민주화 지원, 법제도 정비 지원 및 인권 분
야에서의 인권 옹호 조류의 확대에 공헌한다.
 또한, 여성에 관한 외교과제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구체적으로는, 분
쟁 예방·평화구축에서의 여성의 역할 확대나 사회진출 촉진 등에 대해
서는 국제사회와 협력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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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유무역체제의 유지·강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ODA를 활용해서 세계의 개발문제에 적극적으로

개
 방적이며 룰에 기초한 국제경제시스템을 확대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

대처해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개발문제에 대한 대응은

나라가 계속해서 주요 플레이어가 되는 것은 세계경제의 발전이나 우리

글로벌한 안전보장환경의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며, 국제협조주

나라의 경제적 번영을 확보해가는 데 불가결하다.

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의 한 요소로서 앞으로도 더욱 강화할 필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면서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을 목표로

요가 있다.

한 TPP협정(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일본·EU 경제연계협정(EPA),

 이러한 점을 고려함과 동시에 ‘인간의 안전보장’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및 동아시아지역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ODA를 전략적·효과적으로 활용해 국제기관이나 NGO를 비롯한 다양

(RCEP)을 비롯한 경제연계를 추진해 세계경제의 성장에 기여함과 동시

한 이해관계자와 연계하면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달성을 목표로

에 그 성장을 포섭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성장으로 이어간다.

빈곤 삭감, 국제보건, 교육, 물 등의 분야에서 노력을 강화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통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무역·투자 면에서

 또한, 새로운 국제개발목표(포스트 2015년 개발 아젠다)의 책정에도

의 룰 만들기는 이 지역의 활력과 번영을 강화하는 것이며, 안전보장 면

주도적 역할을 한다. 나아가, ‘인간의 안전보장’ 실현에 대해서 지금까지

에서의 안정된 환경의 기초를 강화하는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이니셔티브로서 국제사회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
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그 이념의 주류화를 더욱 촉진한다.
 우리나라는 한신(阪神)대진재, 동일본대진재를 비롯한 많은 자연재해
에 직면해왔다. 그 교훈·경험을 널리 공유함과 동시에 세계 각지에서 재
해가 거대화하고 빈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재분야에서의 국제협
력을 주도해 재해에 강한 강인한 사회를 전 세계로 확대해 간다.

 이러한 21세기형 EPA를 체결해감으로써 새로운 무역자유화의 매력적
인 선진사례를 제시되어 WTO(세계무역기구)를 기반으로 하는 다각적
인 무역체제에서의 세계규모의 무역자유화도 촉진해갈 것이 기대된다.
(5) 에너지·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에
 너지를 포함한 자원의 안정 공급은 활력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불가결
하며, 국가안전보장상의 과제이다. 자원의 안정적이며 싼 가격의 공급

(3) 개발도상국의 인재육성에 대한 협력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미래의 지도자가 될 것이 기대되는 우수한 학생이
나 행정관을 포함한 폭넓은 인재를 우리나라에 초치해 그 경험이나 지
견(知見)을 학습함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제도나 기술·노하우에 관한 교
육훈련을 제공한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우리나라와의 상호이해를 촉진
해 출신국의 지속적인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보
다 한층 추진한다.
 또한, 인재육성으로 배양된 네트워크의 유지·발전을 도모해 협력관계

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외교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각국의 이
해를 얻으면서 공급원의 다각화 등을 추진해간다
 기후변화분야에서는 국내의 배출 삭감을 향해 더욱 노력한다. 우수한
환경에너지 기술이나 개발도상국 지원 등 우리나라의 강점을 활용한
공격적인 지구온난화외교전략(Actions for Cool Earth, ACE)을 전개
한다. 또한, 모든 국가가 참가하는 공평하고 실효적인 새로운 국제 틀
구축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세계 전체에서 배출삭감을 달성해 기후변
화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의 기반 확대와 강화에 유용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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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발신의 강화

사람과 사람과의 교류는 상대국과의 상호이해나 우호관계를 증진해 국

국
 가안전보장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그러한 생각을 국내외에 적극적

가 간 관계를 확고한 것으로 만든다. 이에 더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

이며 효과적으로 발신하고 그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심화

라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심화시켜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안전보장환경

시킴과 동시에 제 외국과의 협력관계의 강화나 신뢰양성을 도모할 필

을 정비해가는 데 있어서도 의미가 있다.

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쌍방향의 청소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시책

 이를 위해 (총리)관저를 사령탑으로 해서 정부가 하나가 된 통일적이며

을 실시해 미래 각국과의 관계를 강화해간다. 예를 들면, 문화적 다양

전략적인 정보발신을 추진하기로 하며, 각종 정보기술을 최대한 활용하

성을 남기면서 지역통합을 진전시키고 있는 ASEAN과는 우호협력40주

면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외국어에 의한 발신도 강화해간다.

년을 맞이했으며, 향후 교류 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상호이해를 한층 촉

 또한, 정부 전체로서 교육기관이나 유식자(전문가), 싱크탱크 등과 연

진해간다.

계하면서 세계에서의 일본어 보급, 전략적 홍보에 기여하는 인재의 육

 또한, 2020년에 개최될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경기대회 같은 세계 공통

성 등을 도모한다.

의 관심을 모으는 이벤트를 활용하면서 스포츠나 문화를 매체로 한 교

 세계의 안전보장환경이 복잡·다양화하는 가운데 각국의 이해가 대립

류를 촉진하고, 개인 차원에서의 우호관계를 구축하고 심화시켜 간다.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
로 한 관련정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발신함으로써 국제여론의 정확

6. 국가안전보장을 뒷받침하는 국내기반의 강화와 내외에서의 이해 촉진

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국제사회의 안정에 기여한다.

국가안전보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교력 및 방위력을 중심으로
한 능력의 강화에 더해 이들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는 것을 뒷받침

(3) 사회적 기반의 강화

하는 국내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국
 가안전보장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민 한

 또한, 국가안전보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정책에 대핸 국

사람 한 사람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및 인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제사회나 국민의 광범한 이해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관점을 바탕

것을 바라면서 국가안전보장을 가까운 문제로 인식하고 그 중요성이나

으로 이하의 노력을 한다.

복잡성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이를 위해 제 외국이나 그 국민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우리나라와 향

(1) 방위생산·기술기반의 유지·강화

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함과 동시에 영토·주권에 관한 문제 등 안전

방위생산·기술기반은 방위장비품의 연구개발, 생산, 운용, 유지정비 등

보장분야에 관한 계발(啓發)이나 자위대, 주일미군 등의 현재 활동에 대

을 통해 방위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정된 자원으로 방위력

한 이해를 넓히는 노력, 이러한 활동의 기반이 되는 방위시설 주변 주민

을 안정적이며 중장기적으로 정비, 유지 및 운용해가기 위해 방위장비품

의 이해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 시책 등을 추진한다.

의 효과적·효율적인 취득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방위생산·기술기반을 유지·강화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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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 기반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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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위계획의 대강(2013년 12월 17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충실한 국민적 논의나 질 높은 정책입안에 기여
하기 위해 관계 성청 직원의 파견 등에 의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안전

2014년도 이후에 관한 방위계획의 대강에 대하여

보장교육의 확충·고도화, 실천적인 연구의 실시 등을 도모함과 동시에

2013년 12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 결정/각의 결정

이들 기관이나 싱크탱크 등과 정부의 교류를 심화해 지견(知見)의 공유
를 촉진한다.

2014년도 이후에 관한 방위계획의 대강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정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현실적이며 건설적으로 국가안전보장정책을 음미

이에 따라 ‘2011년도 이후에 관한 방위계획의 대강에 대하여’(2010년 12월

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나 행정관의 육성을 촉진함과 동시에 국가안전

17일 안전보장회의 및 각의 결정) 는 2013년도를 끝으로 폐지한다.

보장에 지견을 갖는 인재 층을 두텁게 한다.
(별지)
2014년도 이후에 관한 방위계획의 대강

Ⅰ 책정의 취지
우리나라를 둘러싼 새로운 안전보장환경 하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방위태세
에 대하여 ‘2013년도의 방위력 정비 등에 대하여’(2013년 1월 25일 안전보장
회의 및 각의 결정)에 입각하고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대하여’(2013년 12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각의 결정)‘을 바탕으로 ‘2014년도 이후에 관한 방
위계획의 대강’으로서 새로운 지침을 제시한다.

Ⅱ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1. 글
 로벌한 안전보장환경에 있어서는 국가 간의 상호의존관계가 일층 확
대·심화하고, 한 나라 한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이나 안전보장상의 문제가
곧바로 국제사회 전체가 직면한 안전보장상의 과제나 불안정요인으로 확
대될 리스크가 증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 인도 등의 발전 및 미국 영향
력의 상대적인 변화에 수반하는 파워 밸런스의 변화에 의해 국제사회의
다극화가 진행하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국력을 보유하고 있
고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역할을 계속해서 담당해 갈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 간에는 지역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더해 영토나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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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서의 경제권익 등을 둘러싸고 순전히 평시도 유사도 아닌 사태, 말

국에 대한 도발적 언동을 강화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반복

하자면 그레이존 사태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해왔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동향은 우리나라는 물론 지역·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나 탄도미사일 확산에 대해서는 그 방지를 목적으로 한 국

안전보장에도 중대한 불안정요인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로서 앞으로도

제사회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커다란 우려가 되고 있다. 또한, 통치

강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갈 필요가 있다.

기구가 약체화된 국가나 파탄국가의 존재는 국제테러의 확대·확산의 온상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개발은 누차에 걸친 미사일 발사에 의해 장사정

이 되고 있다. 이것들은 계속해서 긴박한 과제가 되고 있다.

화, 고정도화(高精度化)에 도움이 되는 기술향상이 추진되고 있으며, 새

 해양에서는 각지에서 해적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더해 연안국이

로운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의 자

해양에 관한 국제법에 대한 독자적인 주장에 입각하여 자국의 권리를 일

제 요구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

방적으로 주장하고, 또는 행동하는 사례를 볼 수 있게 되어 공해의 자유가

현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부당하게 침해되는 듯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사일 공격 시사 등의 도발적 언동과 더불어 우리나

 또한, 기술혁신의 급속한 진전을 배경으로 국제공공재로서의 우주 공간·

라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

사이버공간과 같은 영역의 안정적 이용의 확보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
사회의 안전보장상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나아가, 정밀유도무기 관
련 기술, 무인화 기술, 스텔스기술, 나노 테크놀로지 등의 진보나 확산이
진전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군사전략이나 전력 밸런스에 커다란 영향을 미
칠 것으로 보인다.
2. 우리나라 주변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는 안전보장상의 과
제 등의 해결을 위해 국가 간 협력관계의 충실·강화가 도모되고 있고, 특
히 비전통적 안전보장 분야를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향한 구체적이며 실천
적인 협력·연계의 진전이 나타난다. 한편, 영토나 주권, 해양에서의 경제
권익 등을 둘러싼 그레이존 사태가 장기화할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이것
들이 보다 중대한 사태로 변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북한은 군사를 중시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고, 대규모 군사력을 전개하
고 있다. 또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나 그 운반수단이 될 수 있
는 탄도미사일의 개발·배치·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음과 동시에 대규모
의 특수부대를 보유하는 등 비대칭적인 군사능력을 계속해서 유지·강화
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도발이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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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지역과 세계에 있어서 보다 협조적인 형태로 적극적인 역할을 담
당하는 것이 강하게 기대되고 있는 반면,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국방
비를 증가시켜 군사력을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
은 그 일환으로서 주변지역에의 타국 군사력의 접근·전개를 저지하고 당
해 지역에서의 타국의 군사 활동을 저해하는 비대칭적인 군사능력의 강
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이러한 군사력 강화의 목적이나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으며, 군사나 안전보장에 관한 투명성이 충
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또한, 중국은 동중국해나 남중국해를 비롯한 해공역 등에서의 활동을 급
속하게 확대·활발하게 하고 있다. 특히, 해양에서의 이해가 대립하는 문
제를 둘러싸고는 힘을 배경으로 한 현상변경 시도 등 고압적이라고도 말
할 수 있는 대응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 우리나라 영
해로의 단속적인 침입이나 우리나라 영공 침범 등을 함과 동시에 독자적
인 주장에 입각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같은 공해 상공의 비행
자유를 방해하는 움직임을 포함하는 예측 불가능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
는 위험한 행위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은 군의 함정이나 항공기에 의한 태평양에의 진출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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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常態化)시키고 우리나라 북방을 포함하는 형태로 활동영역을 더욱

가능성이 있어 대규모 재해 등에 대한 대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증가

확대하는 등 이전보다 더 전방(前方)의 해공역에서의 활동을 확대·활발

하고 있다.

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 동향 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로서 강하게 우려하고

4. 이
 상을 고려한다면 냉전 시기에 우려되었던 것 같은 주요국 간의 대규모

있으며, 앞으로도 강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갈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무력분쟁의 개연성은 계속해서 낮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상 지적한 것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 우려되는 부분이 되고 있다.

같은 다양한 안전보장상의 과제나 불안정요인이 보다 현재화(顯在化)·첨

 러시아는 군 개혁을 발전시키고 즉응태세 강화와 함께 신형장비의 도입

예화하고 있어 ‘2011년도 이후에 관한 방위계획의 대강에 대하여’(2010년

등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 현대화를 향한 노력이 보인다. 또한, 러시아군의

12월 17일 안전보장회의 및 각의결정)의 책정 이후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

활동은 계속해서 활발한 경향이 있다.

전보장환경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 이러한 안전보장상의 과제나 불안정

 미국은 안전보장을 포함한 전략의 중점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둔다는

요인은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일국만으로는 대응이 곤란하다. 이런 가운

방침(아시아태평양지역에의 리밸런싱)을 명확하게 하고 재정 면을 비롯

데 군사부문과 비군사부문의 연계와 함께 각각의 안전보장상의 과제 등에

한 다양한 제약이 있는 가운데서도 지역의 안정·성장을 위해 동맹국과의

대한 대응에 이익을 공유하는 각국이 지역·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해 협조

관계 강화나 우호국과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면서 지역에 대한 관여, 존재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

감(미군, presence)의 유지·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에서의
힘을 배경으로 한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서도 동맹국, 우호국 등과 연계하

Ⅲ 우리나라 방위의 기본방침

면서 이를 저지한다는 자세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1. 기본방침
우
 리나라는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바탕으로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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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긴 해안선, 본토에서 떨어진 많은 도

적 평화주의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자신의 외교력, 방위력 등을 강화해 스

서 및 광대한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지고 있다. 해양국가이며 자원이나 식료

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의 확대를 추구함과 동시에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해

의 대부분을 해외와의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법의 지배, 항

서 각국과의 협력관계를 확대·심화시켜, 우리나라의 안전 및 아시아태평

행의 자유 등의 기본적 룰에 입각한 ‘개방되고 안정된 해양’ 질서를 강화하

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면서 세계 평화와 안정 및 번영 확보를 위

고 해상교통 및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평화와 번영의 기초이다.

해 지금까지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여해 간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더해 도시부에 산업·

 이러한 기본이념 하에 종합적인 방위체제를 구축하고 각종 사태의 억

인구·정보기반이 집중되어 있음과 동시에 연안부에 원자력발전소 등의

지·대처를 위한 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외교정책과 밀접한 연계를 도모

중요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안전보장상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미일동맹을 강화하면서 제 외국과의 양국 간·다국 간 안전보장협

동일본대진재(東日本大震災) 같은 대규모 진재가 발생할 경우 매우 심대

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외에도 방위력의 능력발휘를 위한 기반의

한 피해가 발생하고 그 영향은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도 파급될 수 있

확립을 도모한다.

다. 향후 난카이(南海) 트러프 거대지진이나 수도직하형 지진이 발생할

 이때 우리나라는 일본국 헌법하에 전수방위에 철저하고 타국에 위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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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군사 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문민통제를 확보하고

꾀하면서 그들의 책정 또는 재검토를 추진함과 동시에 시뮬레이션이나

비핵 3원칙을 지키면서 실효성이 높은 통합적인 방위력을 효율적으로 정

종합적인 훈련·연습을 확충해 대처태세의 실효성을 높인다.

비한다.
 핵무기의 위협에 대해서는 핵 억지력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2) 우리나라의 방위력 - 통합기동방위력의 구축

불가결하며, 그 신뢰성의 유지·강화를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감

방
 위력은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의 최종적인 담보이며, 우리나라에 직접

과 더불어 탄도미사일방어나 국민보호를 포함한 우리나라 자신의 노력으

위협이 미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협이 미칠 경우에는 이것을 배

로 적절하게 대응한다. 동시에, 장기적 과제인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하여 핵군축·불확산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능동적인 역할을 해간다.

제한다는 우리나라의 의사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의 방위력 태세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
장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가운데 방위력을 부단하게 재검토하고 그

2. 우리나라 자신의 노력

변화에 적응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상정된 각종 사태에의 대

안전보장정책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것은 스스로 행하는 노력이라는 인식

응에 대해 자위대 전체의 기능·능력에 착목한 통합운용의 관점에서 능

에 입각해 동맹국, 우호국, 기타 관계국(이하 ‘동맹국 등’이라 한다)과도

력평가를 실시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특히 중시해야 할 기능·능력을 도

연계하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령탑 기능 하에 평소부터 국가로서 총

출함으로써 제한된 자원을 중점적이며 유연하게 배분해갈 필요가 있다.

력을 기울여 주체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사태의 억지를 위해 노력함과 동

 또한,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는 가운

시에 사태 발생 시에는 그 추이에 따라 빈틈없이 대응한다.

데 평소의 활동에 더해 그레이존 사태를 포함해 자위대의 대응이 필요
해지는 사태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런 사태에서의 대응도 장기화하고 있

(1) 종합적인 방위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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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때문에 평소부터 상시 계속적인 정보수집·경계감시·정찰(ISR)

더
 욱 엄중해지고 있는 안전보장환경 하에서 실효성이 높은 통합적인 방

활동(이하 ‘상속(常續)감시’라 한다)을 함과 동시에 사태 추이에 대응하

위력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통합운용을 기본으로 하는 유연하고 즉응

고 훈련·연습을 전략적으로 실시하며, 또한, 안전보장환경에 맞는 부대

성이 높은 운용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평소부터 관계기관이 긴밀한 연

배치와 부대의 기동 전개를 포함한 대처태세의 구축을 신속하게 함으로

계를 확보한다. 또한, 각종 사태 발생 시에는 정치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

써 우리나라의 방위 의사와 높은 능력을 보여주어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

해 신속하고 적확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지방공공단체, 민간단체 등과도

을 방지한다. 또한, 각종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태에 맞게 필요한 해

연계하면서 사태 추이에 맞게 정부가 하나가 되어 빈틈없이 대응해 국

상우세 및 항공우세를 확보해서 실효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

민의 생명·재산, 영토·영해·영공을 확실하게 지켜낸다.

는 것이 국민의 생명·재산과 영토·영해·영공을 지켜내는 데 중요하다.

 또한, 각종 재해에의 대응이나 국민 보호를 위한 각종 체제를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장비의 운용수준을 제고하고, 그 활동량을 늘리고 통합운

정비함과 동시에 긴급사태 시 재외국민 등을 신속하게 대피시켜 그 안

용에 의한 적절한 활동을 기동적이며 지속적으로 실시해가는 것에 더해

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의 태세를 정비한다.

방위력을 보다 강인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각종 활동을 지탱하는 방위력

 이상의 대응을 적확하게 행하기 위해 관련한 각종 계획 등의 체계화를

의 ‘질’ 및 ‘양’을 필요하고 충분하게 확보해 억지력 및 대처력을 높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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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일동맹의 억지력 및 대처력 강화

라의 안전보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화를 향

우
 리나라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코미트먼트를 유지·강화

해 양국 간·다국 간 협력관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방위력의 역할의 다양

해 우리나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 자신의 능력을 강화하는

화와 증대를 바탕으로 글로벌한 안전보장상의 과제 등에의 대응으로서

것을 전제로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의 개정을 추진해 미일방위협력

국제평화협력활동(유엔평화유지활동, 인도지원·재해구원 등의 비전통

을 더욱 강화해 미일동맹의 억지력 및 대처력을 강화해간다.

적 안전보장문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국제적인 안전보장환경을 개선

 동시에 더욱 엄중해지고 있는 안전보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서태평

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음) 등을

양에서의 미일의 존재감(presence)을 높이면서 그레이존 사태 시의 협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해간다.

력을 포함해 평소부터 각종 사태까지 빈틈없는 협력태세를 구축한다.

 이상의 관점에서 향후의 방위력에 대해서는 안전보장환경의 변화를 바

 이를 위해 공동훈련·연습, 공동 정보수집·경계감시·정찰(ISR) 활동

탕으로 특히 중시해야 할 기능·능력에 대한 전체적 최적을 추구함과 동시

및 미군·자위대의 시설·구역의 공동사용 확대를 계속해서 추진함과 더

에 다양한 활동을 통합운용함으로써 빈틈없고 상황에 맞게 임기응변해
기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효적인 것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따라
서 폭넓은 후방지원 기반의 확립에 배려하면서 고도의 기술력과 정보·지
휘통신능력에 바탕을 둔 하드 및 소프트 양면에서의 즉응성, 지속성, 강
인성(强靭性) 및 연접성(連接性)도 중시한 통합기동방위력을 구축한다.
3. 미일동맹의 강화
미일안전보장조약에 기반을 둔 미일안전보장체제는 우리나라 자신의 노
력과 더불어 우리나라 안전보장의 기축이며, 또한, 미일안전보장체제를
중핵으로 한 미일동맹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 나아가
서는 세계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공공재’로서 기능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리밸런싱정책에 입각해 우리나라를

불어 탄도미사일방어, 계획검토작업, 확장억제협의 등 사태대처나 중장
기적인 전략을 포함해 각종 운용협력 및 정책조정을 더욱 긴밀하게 추
진한다.
(2) 폭넓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확대
해
 적대처, 능력구축지원, 인도지원·재해구원, 평화유지, 테러대책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 이외에 해양·우주·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
 재해대응에 관해서는 주일미군 시설·구역의 존재를 포함해 미국이 국
민의 안전에 크게 기여했던 동일본대진재 때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외
에서 자위대와 미군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한다.

비롯한 동맹국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면서 당해 지역에의 관여, 존재

 나아가, 정보협력 및 정보보전 대책, 장비·기술면에서의 협력 등 폭넓

감(미군 주둔, presence)의 유지·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 한편, 우리

은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부단히 강화·확대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동

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어 미일동맹을 강화해

맹관계를 구축한다.

보다 균형 잡히고 보다 실효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의 안전 확
보에 지금까지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3) 주일미군 주둔에 관한 시책의 착실한 실시
접
 수국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시책을 통해 주일미군의 원활하고 효과적
인 주둔을 안정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주일미군 재편을 착실하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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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미군의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부담을 경감해간다. 특히, 오키

상호이해의 관점에서 중국과의 안전보장대화나 교류를 추진함과 더불

나와 현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상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미군의

어 불측의 사태를 방지·회피하기 위한 신뢰양성조치의 구축을 추진해간

주둔이 미일동맹의 억지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한편, 주일미군 시설·

다. 다만,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 등에서의 중국의 활동이 급속하게 확대·

구역의 대부분이 집중해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활발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냉정하면서도 의연하게 대응해간다.

의 이전을 포함한 오키나와주둔 미군 시설·구역의 정리·통합·축소, 부

 러시아에 관해서는 군의 활동 의도에 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신뢰관계

담의 분산 등에 의해 오키나와의 부담을 경감해간다.

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외무·방위각료협의(2+2)를 비롯한 안전보장
대화, 고위급 교류 및 폭넓은 부대 간 교류를 추진함과 함께 지역의 안정

4. 안전보장협력의 적극적인 추진

에 기여하고자 공동훈련·연습을 심화시킨다.

(1)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협력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 등 역내 파트너 국가와의 관계를 보다 더욱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재해구원을 비롯한 비전통적 안전보장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협력관계가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더해 아
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동
아시아정상회의(EAS) 등 다국 간 협력이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의한 지역통합 노력이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안전보장상의 과제 등은 심각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역내
의 대립적인 기운이나 상호 경계감을 경감하기 위한 협조적인 각종 노
력을 더욱 다층적으로 추진한다.
 우리나라와 함께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존재감(미군 주둔, presence)
을 지원하는 입장에 있는 한국과의 긴밀한 연계를 추진하고, 정보보호
협정이나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ACSA) 체결 등 향후 연계의 기반 확
립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안전보장상의 이익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와의 안전보장협력이 진
전을 보이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와의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국제평
화협력활동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함과 더불어 공동훈련 등을 적
극적으로 진행해 상호운용성의 향상을 도모한다.
 나아가, 한미일·미일호주 3국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이 지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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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해 공동훈련·연습이나 능력구축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
외에 이 지역에서 재해가 다발하고 거대화하는 점을 고려해 방재 면에
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인도와는 해양안전보장분야를 비롯한 폭넓은 분
야에서 공동훈련·연습, 국제평화협력활동 등의 공동실시 등을 통해 관
계 강화를 도모한다.
 능력구축 지원은 향후의 안전보장환경의 안정화 및 양국 간의 방위협
력 강화에 유효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ODA를 포함한 외교정책과 충분히
조정하면서 공동훈련·연습, 국제평화협력활동 등과 연계하면서 추진한
다. 또한, 적극적으로 능력구축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관계국과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능력구축지원의 대상국 및 지원내용을 확충해간다.
 현재 진전을 보이고 있는 역내 다국간 안전보장협력·대화에 있어서 미
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와도 연계하면서 역내 협력관계의 구축에 주체
적으로 공헌해간다. 또한, 다국 간 공동훈련·연습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감과 동시에 ARF, ADMM-Plus 등의 다국 간 협력도 중시하여 역내 국
가들 간의 신뢰양성 강화를 위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2) 국제사회와의 협력

미국의 동맹국 상호 연계를 추진한다.

글
 로벌한 안전보장상의 과제에 대해 한 국가만이 대응하는 것은 대단히

 중국의 동향은 지역의 안전보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 또한, 최근 군사력의 역할이 다양화해 분쟁의 억지·대처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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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유지만이 아니라 분쟁 직후의 부흥지원 등의 평화구축이나 국가 간

Ⅳ 방위력 태세

의 신뢰양성·우호관계의 증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기회가 늘어

1. 방위력의 역할

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평소부터 국제사회와 연계하면서 글로벌한 안전
보장환경 개선을 위해 각종 대응을 추진한다.
 동맹국이나 안전보장상의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국 및 국제기관 등과
평소부터 협력하면서 지역분쟁, 국제테러의 확대·확산, 파탄국가, 대량

향
 후 우리나라의 방위력에 대해서는 상기 Ⅲ2.(2)의 방위력을 구축한다
는 구상하에 이하의 분야에서 요구받는 역할을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것으로 만들어 그 역할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보유하는 것
으로 한다.

살상무기 등의 확산, 해양·우주·사이버공간을 둘러싼 문제를 비롯해 글
로벌한 안전보장상의 과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군비관리·군축, 불확산,

(1) 각종 사태에서의 실효적인 억지 및 대처

능력구축지원 등에 관한 각종 대응을 계속 강화한다.

각
 종 사태에 적시 적절하게 대응해 국민의 생명·재산과 영토·영해·영공

 그때 특히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유럽안보협

을 확실하게 지켜내기 위해 평소부터 제 외국의 군사동향 등을 파악함과

력기구(OSCE) 및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

더불어 각종 징후를 조기에 알아내기 위해 우리나라 주변을 광범위하게

욱 강화해 이들 과제와 연계해 대처함과 동시에 장비·기술 면에서의 협

걸쳐 상속감시(常續監視)함으로써 정보우세를 확보한다.

력·교류를 추진한다.

 이러한 활동 등에 의해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우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 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

리나라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 각종 사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

보장환경의 일층의 안정화와 글로벌한 안전보장환경의 개선을 위해 방

 한편, 그레이존 사태를 포함한 각종 사태에 대해서는 그 징후단계에서

위·외교 당국 간의 밀접한 연계를 유지하면서 파견의 의의, 파견대상국

부터 빈틈없고 기동적으로 대응해 그 장기화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의 정세, 우리나라와의 정치·경제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국제

있는 태세를 확보한다.

평화협력업무나 국제긴급원조활동을 비롯한 국제평화협력활동 등을 적

 또한, 복수의 사태가 연속적 또는 동시병행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극적이며 다층적으로 추진한다.

사태에 맞게 실효적인 대응을 한다.

 특히, 국제평화협력활동 등에 대해서는 자위대의 능력을 활용한 활동
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현지의 유엔 평화유지사령부

이러한 대처를 할 때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한다.

나 유엔 PKO국 등의 책임 있는 직무에 자위대원의 파견을 확대한다.
 또한, 폭넓은 분야에서의 파견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각종 과제에 대해
서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더불어 자위대의 경험·지견(知見)
을 살려 국내 및 제 외국의 평화구축을 위한 인재의 육성에 기여한다.

1) 주변해공역의 안전 확보
평
 소부터 우리나라 주변을 광범위하게 상속감시함과 동시에 영공침범
에 대해서 즉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또한, 그레이존 사태도 포함
해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실효적이며 기동
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당해 행위가 장기화·심각화해질 경우에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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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추이에 맞게 빈틈없이 대응해 우리나라 주변해공역의 방위 및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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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규모 재해 등에의 대응
대
 규모 재해 등의 발생에 즈음해서는 소요의 부대를 신속하게 수송·
전개해 초동대응에 만전을 기함과 더불어 필요에 따라 대처태세를 장

2) 도서부에 대한 공격에의 대응

기간에 걸쳐 지속한다. 또한, 이재민이나 피해를 입은 지방공공단체

도서부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안전보장환경에 입각해 배치된 부대에

의 요구에 정중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관계기관, 지방공공단체 및 민

더해 침공 저지에 필요한 부대를 신속하게 기동전개하여 해상우세 및

간부문과 적절하게 연계·협력해 인명구조, 응급복구, 생활지원 등을

항공우세를 확보하면서 침략을 저지·배제하고 도서에의 침공이 있었을

시행한다.

경우에는 이것을 탈환한다. 그때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에 의한 공
격에 대해서 적확하게 대응한다.
3) 탄도미사일 공격에의 대응

(2)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화 및 글로벌한 안전보장환경의 개선
우
 리나라 주변에서 상속감시나 훈련·연습 등 각종 활동을 적시 적절하
게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주변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보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다층적인 방호태세로 기

장환경의 안정을 확보한다.

동적이며 지속적으로 대응한다. 만에 하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또한, 동맹국 등과 연계하면서 양국 간·다국 간 방위협력·교류, 공동훈

이것을 국한한다. 또한, 탄도미사일 공격과 더불어 동시병행적으로 게

련·연습, 능력구축지원 등을 다층적으로 추진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릴라·특수부대에 의한 공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소 등의

역내 협력 틀의 구축·강화를 포함한 안전보장환경의 안정화를 위한 대

중요시설 방호 및 침입한 부대의 수색 및 격파를 수행한다.

응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실효적으로 담당한다.
 군사력의 역할이 다양화하는 가운데 지역분쟁, 국제테러의 확대·확

4) 우주 공간 및 사이버공간에서의 대응

산, 파탄국가, 대량살상무기 등의 확산 등과 같은 글로벌한 안전보장상

우주 공간 및 사이버공간에 관해서는 평소부터 자위대의 효율적인 활

의 과제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군비관리·군축, 불확산에 관한 각

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상속감시태세를 구축함

종 대응을 강화함과 더불어 국제평화협력활동, 해적대처, 능력구축지원

과 동시에 사태 발생 시에는 조속하게 사태를 특정하고 피해의 국지
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피해복구 등을 신속하게 행한다. 또한,

등의 각종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글로벌한 안전보장환경의 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사회 전반이 우주 공간 및 사이버공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가는 경
향 등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연계 강화와 역할 분담의 명확화를 도

이상의 노력을 하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한다.

모하는 가운데 자위대의 능력을 살려 정부 전체로서의 종합적 대처
에 기여한다.

1) 훈련·연습의 실시
자
 위대에 의한 훈련·연습을 적시에 적절하게 실시함과 더불어 아시아태
평양지역에서의 양국 간·다국 간 공동훈련·연습을 추진하고 적극적이

104

105

전후 일본의 방위정책연구

7. 방위계획의 대강(2013년 12월 17일)

며 눈에 보이는 형태로 지역의 안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의사와 높은

외로 파견할 수 있도록 즉응태세를 충실하게 함과 더불어 해외에서의

능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관계국과의 협력관계를 구축·강화한다.

임무 장기화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태세를 강화한다.

2) 방위협력·교류의 추진

6) 군비관리·군축 및 불확산 노력에 대한 협력

각국 및 국제기관과의 상호이해 및 신뢰관계의 증진은 안전보장환경 안

국
 제연합(UN) 등이 행하는 군비관리·군축 분야에서의 여러 활동에 적

정화의 기초이다. 이에 더해 인도지원·재해구원, 해양·우주 공간·사이

극적으로 관여한다. 그때 인적공헌을 포함해 자위대가 가진 지견(知見)

버공간의 안정적 이용의 확보 등 공통의 관심을 가진 폭넓은 안전보장

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한다. 또한,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수단이 될

상의 과제 등에 대해서 협력관계를 구축·강화하는 등 다층적인 방위협
력·교류를 더욱 추진한다.

수 있는 미사일의 확산이나 무기, 군사전용 가능한 화물·기술의 확산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관점에서 관계국이나 국제기관 등과 협력하면서 그것들의 불확산을 위

3) 능력구축지원의 추진

한 조치를 추진한다.

자위대의 능력을 활용해 평소부터 계속적으로 인재육성이나 기술지원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주로 아시아태평
양지역에서의 안정을 적극적·능동적으로 창출해 안전보장환경의 개선
을 도모한다.
4) 해양안전보장의 확보
해양국가로서 평화와 번영의 기초인 ‘개방되고 안정된 해양’질서를 강
화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해상교통의 안전 확보에 만전
을 기한다. 또한, 관계국과 협력해서 해적에 대응함과 더불어 이 분야
에서의 연안국 자신의 능력 향상 지원, 우리나라 주변 이외 해역에서의
다양한 기회를 이용한 공동훈련·연습의 충실 등 각종 대응을 추진한다.

2. 자위대의 체제 정비에 있어서의 중요사항
(1) 기본적 구상
자
 위대는 상기 방위력의 역할을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
하는 것으로 하고, 체제 정비 시 향후의 방위력 정비에 있어서 특히 중시
해야 할 기능·능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상정된 각종 사태에 대해 통합
운용의 관점에서 능력평가를 실시한다.
 이러한 능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난세이(南西)지역의 방위태세의 강
화를 비롯해 각종 사태 시의 실효적인 억지 및 대처를 실현하기 위한 전
제가 되는 해상우세 및 항공우세의 확실한 유지를 향한 방위력 정비를
우선하는 것으로 하고, 폭넓은 후방지원기반의 확립에 배려하면서 기동
전개능력의 정비도 중시한다.

5) 국제평화협력활동의 실시

 한편, 주로 냉전시기에 상정되어 있었던 대규모의 육상병력을 동원한

관계기관이나 비정부조직 등과 연계하면서 평화유지에서 평화구축까

착상륙침공 같은 침략사태에 대비해서 불확실한 미래 정세의 변화에 대

지 다양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국제평화협력업무나 국제긴급원조

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문적 지견이나 기능의 유지·계승에 필요한 범위

활동을 비롯한 국제평화협력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보다

에 한해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한층 더 효율화·합리화를 철저하게 한다.

주도적인 역할을 행하는 것을 중시한다. 그때 사태에 따라 신속하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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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휘통제·정보통신능력

효과적인 방위력을 효율적으로 정비한다는 관점에서 미군과의 상호운용

전
 국의 부대를 기동적이며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지휘통체체제를

성에도 배려한 통합기능의 충실에 유의하면서 특히 다음과 같은 기능·

확립하기 위해 각 자위대의 주요 사령부에 소요의 육해공 자위관을 상

능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강화한다.

호 배치해 각각의 지식 및 경험의 활용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육상자
위대 각 방면대를 결속하는 통일사령부의 신설과 각 방면총감부의 지

1) 경계감시능력

휘·관리기능의 효율화·합리화 등에 의해 육상자위대의 작전기본부대

각종 사태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 및 대처를 확보하기 위해 무인장비도

(사단·여단) 등의 신속·유연한 전국적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

활용하면서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 항공기나 함정 등의 목표에 대

 또한, 전국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정보통신능력에 대해

한 상속감시(常續監視)를 광범위하게 실시함과 동시에 정세 악화에 맞

서 도서부(島嶼部)의 기반통신망이나 각 자위대 간의 데이터링크 기능

춰 태세를 유연하게 증강한다.

을 비롯해서 그 충실·강화를 도모한다.

2) 정보기능

5) 도서부에 대한 공격에의 대응

각종 사태 등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대응함과 더불어 우리

도
 서부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나라 주변을 비롯한 중장기적인 군사동향 등을 바탕으로 한 각종 대응

해상우세 및 항공우세를 확실하게 유지하기 위해 항공기나 함정, 미사

을 실행하기 위해 정보의 수집·처리체제 및 수집한 정보의 분석·공유

일 등에 의한 공격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한다.

체제를 강화한다.

 또한, 도서부에 대한 침공을 가능한 한 양상(洋上)에서 저지하기 위

 이때 인적정보, 공개정보, 전파정보, 화상정보 등에 관한 수집기능 및

한 통합적인 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도서에 대한 침공이 있을 경우에

무인기에 의한 상속감시 기능의 확충을 추진하는 이외에 화상·지도상

신속하게 상륙·탈환·확보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륙양용작전능력을 새

의 각종 정보를 융합해서 고도로 활용하기 위한 지리공간정보기능의 통

롭게 정비한다.

합적 강화, 능력이 뛰어난 정보수집·분석 요원의 통합적이며 체계적인

 나아가, 난세이(南西)지역에서의 사태 발생 시에 자위대 부대가 신속

확보·육성을 위한 체제의 확립 등을 도모한다.

하고 계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후방지원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태평양 측 도서부에서의 바람직한 항공태세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3) 수송능력
신속하고 대규모의 수송·전개능력을 확보해 소요의 부대를 기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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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탄도미사일공격에 대한 대응

로 전개·이동시키기 위해 평소부터 민간 수송력과의 연계를 도모하면

북
 한의 탄도미사일능력 향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대처

서 해상수송력 및 항공수송력을 포함해 통합수송능력을 강화한다. 이

능력의 종합적인 향상을 도모한다.

때 다양한 수송수단의 특성에 맞춰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해서 기능이

 탄도미사일방어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전역을 방호할 수 있는

중복하지 않도록 한다.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즉응태세, 동시대처능력 및 계속적으로 대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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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제평화협력활동 등에 대한 대응

 또한, 미일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에 입각해 미일동맹 전체의 억지력

국
 제평화협력활동 등에서 인원·부대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임무를 수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자신의 억지·대처능력의 강화를 도모하도록 탄

행하기 위해 필요한 방호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아프리카 등의 원격지

도미사일발사 수단 등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능력에 대해서도 검토 후

에서의 장기간 활동도 염두에 둔 수송·전개능력 및 정보통신능력, 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활하고 계속적인 활동 실시를 위한 보급·위생 등의 체제 정비를 위해
노력한다.

7) 우주 공간 및 사이버공간에서의 대응

  나아가, 활동에 필요한 정부수집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임무에 맞는

다양한 센서를 보유한 각종 인공위성을 활용한 정보수집능력이나 지휘

적절한 능력을 보유한 인재를 계속적으로 파견할 수 있는 교육·훈련·

통제·정보통신능력을 강화하는 이외에 우주상황 감시대책 등을 통해

인사관리체제를 강화한다.

위성의 생존성(원문 抗堪性, survivability)을 높이고 각종 사태가 발생
했을 때에도 계속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며 안정적

3. 각 자위대의 체제

인 우주 공간의 이용을 확보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국내

 각 자위대의 체제에 대해서는 (1)에서 (3)까지와 같이 정비하는 것으로 한

관계기관이나 미국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한다.

다. 또한, 장래의 주요 편성, 장비 등의 구체적 규모에 대해서는 별표와 같

 사이버공간에서의 대응에 대해서는 자위대의 효율적인 활동을 방해

이 한다.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적인 상속감시·대처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보유한 인재나 최신 기자재를 계속적으
로 강화·확보한다.
8) 대규모 재해 등에 대한 대응

(1) 육상자위대
1) 도
 서부에 대한 공격을 비롯한 각종 사태에 즉응하여 실효적이며 기동
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높은 기동력이나 경계감시능력을 갖추고 기
동운용을 기본으로 하는 작전기본부대(기동사단, 기동여단 및 기갑사

난카이(南海)트러프 거대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나 원자력 재해를 비

단)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공정(空挺), 수륙양용작전, 특수작전, 항공수

롯한 특수재해 같은 각종 재해 발생 시에는 재해발생 초기단계에서 항

송, 특수무기방호 및 국제평화협력활동 등을 유효하게 실시할 수 있도

공기 등을 활용한 공중에서의 피해정보 수집, 구조활동, 응급복구 등의

록 전문적 기능을 갖춘 기동운용부대를 보유한다.

신속한 대응이 사활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충분한 규모의 부

 이때 양호한 훈련환경을 바탕으로 2. (2) 3)에 제시된 통합수송능력

대를 신속하게 수송·전개함과 동시에 통합운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요

에 의해 신속하게 전개·이동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높은 숙련도를 유

원의 로테이션 태세를 정비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지속가능한 대처태

지한 기동운용을 기본으로 하는 작전기본부대의 반수를 홋카이도에 유

세를 구축한다.

지한다.
 또한, 자위대 배치의 공백지역이 되어 있는 도서부에의 부대 배치, 상
기 각종 부대의 기동운용, 해상자위대 및 항공자위대와의 유기적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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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네트워크화의 확립 등에 의해 도서부에서의 방위태세의 충실·강화
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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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
 상에서의 정보수집·경계감시를 평소부터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 광
범위하게 실시함과 동시에 주변해역의 초계 및 방위를 유효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고정익초계기부대를 보유한다.

2) 도서부 등에 대한 침공을 가능한 한 양상(洋上)에서 저지할 수 있도록
지대함유도탄부대를 보유한다.

4) 1 )의 다양한 임무에 대한 대응능력의 향상과 선체의 콤팩트화를 양립
시킨 새로운 호위함과 연계하여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소해를 유효하게

3) (3) 4)의 지대공유도탄부대와 연계해 작전부대 및 중요지역의 방공(防

수행할 수 있도록 소해부대를 보유한다.

空)을 유효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대공유도탄부대를 보유한다.
(3) 항공자위대
4) 1)에 제시한 기동운용을 기본으로 하는 부대 이외의 작전기본부대(사
단·여단)에 대해 전차 및 화포를 중심으로 해서 부대의 편성·장비를 재
검토해 효율화·합리화를 철저하게 한 위에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적절하
게 배치한다.

1) 우
 리나라 주변의 거의 모든 공역을 상시 계속적으로 경계감시함과 동시
에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할 수 있는 지상경계
관제레이더를 갖춘 경계관제부대 이외에 그레이존 사태 등 정세가 긴
박할 때에는 장기간에 걸쳐 공중에서의 경계감시·관제를 유효하게 수
행할 수 있는 증강된 경계항공부대로 구성된 항공경계관제부대를 보

(2) 해상자위대

유한다.

1) 상속감시(常續監視)나 대잠전 등 각종 작전의 효과적인 수행에 의한 주
변해역의 방위나 해상교통의 안전 확보 및 국제평화협력활동 등을 기

2) 전
 투기와 그 지원기능이 일체가 되어 우리나라의 방공 등을 종합적인

동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임무에 대한 대응능력의 향상과 선

태세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고도의 능력이 있는 전투기로 증강된 전투기

체의 콤팩트화를 양립시킨 새로운 호위함 등으로 증강된 호위함부대 및

부대를 보유한다. 또한, 전투기부대, 경계항공부대 등이 우리나라 주변

함재회전익초계기부대를 보유한다.

공역 등에서 각종 작전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증강된 공중급

 또한, 당해 호위함부대는 (3) 4)의 지대공유도탄부대와 함께 탄도미

유·수송부대를 보유한다.

사일공격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다층적으로 방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이지스시스템 탑재호위함을 보유한다.

3) 육
 상부대 등의 기동전개나 국제평화협력활동 등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항공수송부대를 보유한다.

2) 수중에서의 정보수집·경계감시를 평소부터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 광
범위하게 실시함과 동시에 주변해역의 초계 및 방위를 유효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증강된 잠수함부대를 보유한다.

4) ( 1) 3)의 지대공유도탄부대와 연계하여 중요지역의 방공(防空)을 실시
하는 것 이외에 (2) 1)의 이지스시스템 탑재호위함과 더불어 탄도미사
일 공격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다층적으로 방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지대공유도탄부대를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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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방위력의 능력 발휘를 위한 기반

 필요한 탄약을 확보·비축함과 더불어 장비품의 유지정비를 위해 만전

방위력에 요구되는 다양한 활동을 적시에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

을 기함으로써 장비품의 가동률 향상 등 장비품의 운용기반의 충실·강화

히 주요 편성이나 장비 등을 정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방위력

를 도모한다.

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이것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반도 함께 강화
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 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3. 인사교육
최근 장비품이 고도화·복잡화하고 임무가 다양화·국제화하는 가운데 기

1. 훈련·연습

능, 경험, 체력, 사기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하면서 정강성(精强性)을 확보

평소부터 훈련·연습을 통해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계획을 부단히 검

하고 어려운 재정 사정 하에서 인재를 유효하게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인

증하고 재검토함과 동시에 각 자위대의 전술 기량의 향상을 위해 훈련·연

사제도개혁에 관한 시책을 시행한다.

습의 충실·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그때 홋카이도의 양호한 훈련환경을 더

 이를 위해 각 자위대의 임무나 특성을 고려하면서 적정한 계급구성 및 연

욱 활용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이나 민간부문과도 연계하면서 보다 실천적

령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한다.

인 훈련·연습을 체계적이며 계획적으로 실시한다.

 여성 자위관의 더 많은 활용이나 재임용을 포함해 인재를 유효하게 활용

 자위대의 연습장 등에 제약이 있는 난세이(南西)지역에서 미일공동훈련·

하기 위한 시책 및 영전·예우에 관한 시책을 추진한다. 또한, 통합운용체

연습을 포함해 적시에 적절한 훈련·연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과의 관

제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훈련의 충실, 통합막료감부 및 관계 부성(府省)

계에 유의하면서 미군시설·구역의 자위대에 의한 공동사용을 추진하는 것

등에서의 근무 등을 통해 넓은 시야·발상이나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관

등에 의해 양호한 훈련환경을 확보한다.

한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정부의 일원으로서 각종 사태 등에 유연하게 즉
응할 수 있는 인재를 충분히 확보한다.

2. 운용기반
부대 등이 신속하게 전개하고 각종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운용기반인 각종 지원기능을 유지하는 관점에서 주둔지·기지 등의 복
구능력을 포함한 생존성을 높인다.
 또한, 각 자위대 시설에 대해서 그 일부가 노후화한 현상(現狀)도 고려해
착실한 정비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각종 사태 발생 시 신속한 집결을 위
해 필요한 숙소의 정비를 추진해 즉응성을 확보한다.
 민간공항 및 항만에 대해서도 사태에 맞게 조기에 자위대 등의 운용기반
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바람직한 체제를 포함해 필요한 검토

 사회의 소자화·고학력화에 수반하는 모집환경의 악화를 고려해 자위대
가 취직대상으로서 널리 의식될 수 있도록 다양한 모집시책을 추진한다.
 나아가 일반 공무원보다 젊은 나이에 퇴직하지 않을 수 없는 자위관의 생
활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는 것을 바탕으로 지방공공단체나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재취직 지원을 추진한다.
 보다 다양화·장기화하는 사태에서 지속적인 부대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기 조종 등의 전문적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것을 포함해 폭넓은 분야에
서 예비자위관의 활용을 추진함과 동시에 예비자위관 등의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한 시책을 실시한다.

를 한다. 나아가 임무에 종사하는 대원이나 남은 가족의 불안을 줄이도록
각종 가족지원 시설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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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공헌·국제협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함과 더불어 방위장비품 등의

자위대원의 장건성(壮健性)을 유지해 각종 사태나 국제평화협력활동 등

공동개발·생산 등에의 참여를 요구받고 있다.

다양한 임무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위대 병원의 거점화·고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무기수출3원칙 등이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에도

기능화 등을 추진하고 방위의과대학교병원 등의 운영 개선을 포함해 효율

충분히 배려한 위에 이전을 금지할 경우의 명확화, 이전을 허용할 수 있는

적이고 질 높은 의료체제를 확립한다. 또한, 의사, 간호사, 구급구명사 등

경우의 한정 및 엄격한 심사, 목적 이외 사용 및 제3국 이전에 관한 적정 관

의 확보·육성을 더욱 중시한다.

리 확보 등에 유의하면서 무기 등의 해외이전에 관해 새로운 안전보장환

 이밖에 사태 대처 시 구급구명조치에 관한 제도개정을 포함한 검토를 하

경에 적합한 명확한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고 제1선의 구호능력의 향상이나 통합기능의 충실이라는 관점을 고려한
후송태세의 정비를 추진한다.

6. 장비품의 효율적인 취득
 연구개발을 포함해 장비품의 효과적·효율적인 취득을 실현하기 위해 프

5. 방위생산·기술기반

로젝트 매니저 구조를 제도화하고 기술적인 시점도 포함해 장비품의 생

적절한 수준의 방위생산·기술기반은 장비품의 생산·운용·유지정비만이

애주기(라이프사이클)를 통한 프로젝트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아니라 우리나라의 운용환경에 적합한 장비품의 연구개발에도 불가결하

장기계약의 도입 여부나 기업의 가격 저감 인센티브를 유인하기 위해 계

며, 잠재적으로 억지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약제도의 정비를 한층 검토해 생애주기를 통한 비용 대 효과의 향상을 도

 한편, 엄중한 재정 사정이나 장비품의 고도화·복잡화에 수반한 단가 상

모한다.

승을 배경으로 각종 장비품의 조달수량은 감소 경향에 있다. 또한, 국외에

 또한, 민간 능력의 유효활용 등에 의한 보급태세의 개혁에 의해 즉응성

서 국경을 초월한 방위산업의 대규모 재편이 진전을 보인 결과 해외기업

및 대처능력의 향상을 추구한다. 나아가, 취득프로세스의 투명화 및 계약

의 경쟁력이 강해지고 있는 등 우리나라 방위생산·기술기반을 둘러싼 환

제도의 적정화를 부단하게 추구해 장비품을 더욱 엄정한 절차를 거쳐 취

경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

득하도록 노력한다.

 이상과 같은 상황하에서 우리나라의 방위생산·기술기반의 유지·강화를
긴급하게 추진하기 위해 우리나라 방위생산·기술기반 전체의 미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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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개발

을 제시하는 전략을 책정함과 동시에 장비품의 민간전용 등을 추진한다.

엄중한 재정 사정 하에서 자위대의 운용에 관한 필요성에 부합한 연구개발

 또한, 평화공헌·국제협력에 있어서 자위대가 휴대하는 중무기 등 방위장

의 우선적인 실시를 담보하기 위해 연구개발의 개시에 있어서 방위력 정

비품의 활용이나 재해발생국 등에의 공여(이하 ‘방위장비품의 활용’이라

비상의 우선순위와의 정합성을 확보한다.

한다)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성

또한, 방위장비품의 고성능화를 실현하면서 비용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신의 과학기술 동향, 전투양상의 변화, 비용 대 효

국제공동개발·생산이 국제적 주류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협조주

과, 국제공동연구개발의 가능성 등도 고려하면서 중장기적인 시점에 입각

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란 관점에서 방위장비품의 활용 등에 의한

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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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장이란 관점에서 기술개발 관련 정보 등 과학기술에 관한 동향을

7. 방위계획의 대강(2013년 12월 17일)

10. 지적 기반의 강화

평소부터 파악해 산학관의 힘을 결집시켜서 안전보장 분야에서도 유효하

국민의 안전보장·위기관리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기관 등에

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 등의 유출을 막기 위한 기술관리기능을 강

서 안전보장 교육 추진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방위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화하면서 대학이나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충실하게 함으로써 방위에도 응

방위성·자위대의 연구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정부 내의 다른 연구교육

용할 수 있는 민생기술(양용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노력과 더불어

기관이나 국내외 대학, 싱크탱크 등과 교육·연구 교류를 포함한 각종 연

민생분야에 대한 방위기술의 전개를 도모한다.

계를 추진한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위성의 연구개발태세에 대해서 검토한다.
11. 방위성 개혁의 추진
8.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

문관과 자위관의 일체감을 조성함과 동시에 방위력 정비 전체의 최적화,

각종 사태 시 자위대가 적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방공공단체, 경찰·소방

통합운용기능의 강화, 정책 입안·정보 발신 기능의 강화 등을 실현하기 위

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한층 강화한다. 이러한 지방공공단체 등과의

해 방위성의 업무 및 조직을 부단히 재검토해 개혁을 추진한다.

긴밀한 연계는 방위시설의 효과적인 정비 및 원활한 운영만이 아니라 자위
관의 모집, 재취직 지원 등의 확보 같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시설의 정비·운영을 위한 방위시설 주변 대책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함과 함께 평소부터 지방공공단체나 지역주민에 대해 방위
성·자위대의 정책이나 활동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 등 각종 시책을 시행하
고 그 이해 및 협력 획득을 위해 노력한다.
 지방에 따라서는 자위대 부대의 존재가 지역 커뮤니티의 유지·활성화에
크게 공헌하고 혹은 자위대의 구난기 등에 의한 응급환자 수송이 지역의
료를 지탱하고 있는 경우 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해 부대 개편이나 주
둔지·기지 등의 배치에 있어서 지방공공단체나 지역주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에 배려한다. 동시에, 주둔지·기지 등의 운영에 있
어서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에 배려한다.
9. 정보 발신의 강화
자위대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가는 데 필요한 국내외의 이해를 얻

Ⅵ 유의사항
1. 이
 대강에서 정한 방위력의 태세는 대체로 10년 정도의 기간을 염두에 둔
것이며, 각종 시책·계획의 실시과정을 통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정기
적으로 체계적인 평가를 함과 더불어 통합운용을 고려한 능력평가에 입
각한 검증도 실시하면서 적시에 적절하게 이것을 발전시켜나가면서 원
활·신속·적확한 이행을 추진한다.
2. 평
 가·검증 과정에서 정세에 중요한 변화가 예상될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의 안전보장환경 등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고, 소요의 수정을 한다.
3. 매
 우 엄중해지고 있는 재정 사정을 감안해 방위력 정비의 가일층의 효율
화·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경비의 억제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국가의
다른 제 시책과의 조화를 꾀하면서 방위력 전체로서 원활하고 충분한 기
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기 위해 전략적인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보 매체를 활용해서 충
실한 정보 발신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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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방위장비이전 3원칙(2014년 4월 1일)

별표
구분
편성 정수
상비자위관 정원
즉응예비자위관원수

육상
자위대

기동운용부대

15만 9천 명
15만 1천 명
8천 명

중앙즉응집단
1개 기갑사단

3개 기동사단
4개 기동여단
1개 기갑사단
1개 공정단
1개 수륙용기동단
1개 헬리콥터단

8개 사단
6개 여단

5개 사단
2개 여단

지대함유도탄부대

5개 지대함미사일 연대

5개 지대함미사일 연대

지대공유도탄부대

8개 고사특과군/연대

7개 고사특과군/연대

4개 호위대군
(8개 호위대)
5개 호위대
5개 잠수대
1개 소해대군
9개 항공대

4개 호위대군
(8개 호위대)
6개 호위대
6개 잠수대
1개 소해대군
9개 항공대

47척

54척

(6척)
16척
약 170기

(8척)
22척
약 170기

8개 경계군
20개 경계대
1개 경계항공대
(2개 비행대)
12개 비행대
1개 비행대
1개 비행대
3개 비행대
6개 고사군

28개 경계대
1개 경계항공대
(3개 비행대)
13개 비행대
2개 비행대
3개 비행대
6개 고사군

약 340기
약 260기

약 360기
약 280기

호위함부대
기간
부대
해상
자위대
주요
장비

잠수함부대
소해부대
초계기부대
호위함
(이지스시스템
탑재 호위함)
잠수함
작전용 항공기
항공경계관제부대

기간
부대

주요
장비

미래

약 15만 9천 명
약 15만 1천 명
약 8천 명

기간
부대
지역배치부대

항공
자위대

현상(2013년도 말)

전투기부대
항공정찰부대
공중급유·수송부대
항공수송부대
지대공유도탄부대
작전용 항공기
이 가운데 전투기

주1: 전
 차와 화포의 현상(2013년도 말 정수) 규모는 각각 약 700량, 약 600량/문이지만, 미래의 규모
는 각각 약 300량, 약 300량/문으로 한다.

주2: 탄
 도미사일방어에도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장비·기간 부대에 대해서는 상기 호위함(이지스시스
템 탑재 호위함), 항공경계관제부대 및 지대공유도탄부대의 범위 내에서 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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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 결정/각의 결정
정부는 지금까지 방위장비의 해외이전에 대해서는 1967년 사토 총리에 의
한 국회 답변(이하, ‘무기수출 3원칙’이라 한다) 및 1976년 미키 내각의 정부
통일 견해에 의해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기본으로 해왔다. 이러한 방침은 우
리나라가 평화 국가로서의 길을 걷는 가운데 일정한 역할을 해왔지만, 다른
한편에서 공산권 국가들에 대한 무기수출은 허용되지 않는 등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 되었다. 또한, 무기수출 3원칙의 대상 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도 무기수출을 삼간다고 해온 결과, 실질적으로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수출
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어 정부는 지금까지 개별 필요성에 따라 예외로 하
는 조치를 취해왔다.
우리나라는 전후 일관해서 평화 국가로서의 길을 걸어왔다. 전수방위에 철
저하고 타국에 위협을 주는 군사 대국은 되지 않으며, 비핵 3원칙을 준수한다
는 기본원칙을 견지해왔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이 더
욱 엄중해지고 있는 것이나 우리나라가 복잡하고 중대한 국가안전보장상의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에 비춰보면 국제협조주의의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결해졌다.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나라 일국만으로는 확
보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도 또한 우리나라가 그 국력에 어울리는 형태로 더
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것들을 고려해 우리나라는 향
후의 안전보장환경 하에서 평화 국가로서의 걸음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또한
국제정치경제의 주요 플레이어로서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
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안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
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 확보를 위해 지금까지보다 더 적극적
으로 기여해 가기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가 내걸고 있는 국가안전보장의 기본이념을 구체적 정책으
로서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대하여(2013년 12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각의 결정)에 입각해 방위장비의 해외이전에 관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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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정부 방침을 새롭게 검토하고 지금까지의 방침이 해온 역할에 충분히

③ 분쟁 당사국(무력공격이 발생해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고 또는 회

배려한 위에 새로운 안전보장환경에 적합하도록 지금까지 예외로 한 경위를

복하기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취하고 있는 조치의 대상국을 말한

바탕으로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명확한 원칙을 정하기로 했다.

다)으로 이전될 경우

방위장비의 적절한 해외이전은 국제평화협력, 국제긴급원조, 인도지원 및
국제테러·해적문제에 대한 대처나 개발도상국의 능력구축 지원과 같은 평화

2. 이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한정 및 엄격한 심사와 정보 공개

에 대한 공헌이나 국제적인 협력(이하 ‘평화공헌·국제협력’이라 한다)의 기

상
 기 1. 이외의 경우는 이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 경우로 한정

동적이며 효과적인 실시를 통한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 유지의 더욱 적극적인

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엄격한 심사를 시행한다. 구체적으로는 방위

추진에 도움이 되는 것이며, 또한 동맹국인 미국 및 그 이외 국가들과의 안전

장비의 해외이전은 평화공헌·국제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에 도움이 될 경

보장·방위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 방위장비품

우,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해 우리나라와의 사이에 안전보장 면에서의 협

의 고성능화를 실현하면서 비용의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동개발·생산

력관계가 있는 국가들(이하 ‘동맹국 등’이라 한다)과의 국제공동개발·생

이 국제적인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고려해 우리나라의 방위생산·기술기

산의 실시, 동맹국 등과의 안전보장·방위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및 장비

반의 유지·강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방위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품의 유지를 포함한 자위대의 활동 및 교민의 안전 확보 관점에서 우리나

한편, 방위장비의 유통은 국제사회에 대한 안전보장상, 사회상, 경제상 및

라의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는 경우 등에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대

인도상의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각국 정부가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면서 책임

상국 및 최종수요자의 적절성 및 당해 방위장비의 이전이 우리나라의 안

있는 형태로 방위장비의 이전을 관리할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전보장상 미칠 우려의 정도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국제수출관리 레짐의

이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로서는 유엔헌장을 준수한다는 평화 국가로서의

가이드라인도 고려해 수출심사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정보에 입각해 종

기본이념 및 지금까지의 평화 국가로서의 걸음을 계속해서 견지하면서 앞으

합적으로 판단한다.

로 다음 3원칙에 입각해 방위장비의 해외이전을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또한, 우리나라의 안전보장 관점에서 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중요

무기제조 관련 설비의 해외이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처럼 방위장비에 준해

한 안건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한다. 국가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

안전보장회의에서 심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공
개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42호)을 바탕으로 정부로서 정보를 공개

1. 이전을 금지하는 경우의 명확화

하기로 한다.

다음에 제시한 경우는 방위장비의 해외이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① 당해 이전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이나 기타 국제약속에 입각한 의
무에 반할 경우
② 당해 이전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입각한 의무에 위반할 경
우 또는

3. 목적 외 사용 및 제3국 이전에 관한 적정관리의 확보
상
 기2.를 충족시키는 방위장비의 해외이전에 있어서는 적정관리가 확보
될 경우로 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원칙으로서 목적 외 사용 및 제3국 이
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사전동의를 상대국 정부에 의무화하기로 한다.
단, 평화공헌·국제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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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등을 서로 융통하는 국제적 시스템에 참가할 경우 부품 등을 라이선
스 보유자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상대국 관리체제를 확인함으로써 적정한
관리를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상의 방침 운용지침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해 그 결정
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은 외환 및 외국무역법(1949년 법률 제228호)을 적절
하게 운용한다.
본 원칙에서 ‘방위장비’라는 것은 무기 및 무기기술을 말한다. ‘무기’라는 것
은 수출무역관리령(1949년 정령 제378호) 별표 제1의 1항에 제시한 것 가운
데 군대가 사용하는 것으로 직접 전투용으로 제공된 것을 말하며, ‘무기기술’
이란 무기의 설계, 제조 또는 사용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9. 방위장비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2014년 4월 1일)

9. 방위장비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2014년 4월 1일)
2014년 4월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 결정
2015년 11월 24일 일부 개정
2016년 3월 22일 일부 개정
방위장비이전 3원칙(2014년 4월 1일 각의결정, 이하 ‘3원칙’이라 한다)에 입
각해 3원칙의 운용지침(이하 ‘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용어의 정의는 3원칙에 의하며, 이외에는 6과 같이 한다.

1 방위장비의 해외이전을 인정할 수 있는 안건

정부로서는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의 입장에서 국제사회

방위장비의 해외이전을 인정할 수 있는 안건은 다음에 제시한 것으로 한다.

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해갈 생각이며, 방위장비 및 기민한

(1) 평
 화공헌·국제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에 도움이 되는 해외이전으로서 다

범용품 및 범용기술의 관리 분야에 있어서 무기무역조약의 조기 발효 및 국

음에 제시한 것(평화공헌·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의의가 있는

제수출관리 레짐의 추가적 강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갈 생각이다.

경우로 제한한다.)
1) 이전 상대가 외국 정부인 경우
2) 이
 전 상대가 유엔 또는 그 관련 기관, 유엔 결의에 따라 활동하는 기관,
국제기관의 요청에 입각해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활동이 이뤄지는 지
역에 속한 국가의 요청이 있고 유엔의 주요기관 중 어딘가의 지지를 얻
은 활동을 하는 기관의 경우
(2) 우
 리나라의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는 해외이전으로서 다음에 제시한 것
(우리나라의 안전보장 관점에서 적극적인 의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
1) 미
 국을 비롯해 우리나라와의 사이에 안전보장 면에서 협력관계가 있는
국가들과의 국제공동개발·생산에 관한 해외이전
2) 미
 국을 비롯해 우리나라와의 사이에 안전보장 면에서 협력관계가 있
는 국가들과의 안전보장·방위협력의 강화에 도움이 되는 해외이전으
로 아래에 제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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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에 따라 자위대가 실시하는 물품 및 역무의 제공에 포함되는 방
위장비의 해외이전
나. 미국과의 상호기술교류의 일환으로서의 무기 기술의 제공
다. 미국으로부터의 라이선스 생산품에 관한 부품이나 역무의 제공, 미
군에의 수리 등의 역무 제공
라. 우리나라와의 사이에 안전보장 면에서 협력관계가 있는 국가에 대
한 구난, 수송, 경계, 감시 및 소해와 관련한 협력에 관한 방위장비
의 해외이전
3) 자위대를 포함한 정부기관(이하 ‘자위대 등’이라 한다)의 활동(자위
대 등의 활동에 관한 외국 정부 도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 또는 교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해외이전으로 다음
에 제시하는 것
가. 자위대 등의 활동에 관한 장비품의 일시적인 수출, 구입한 장비품의 반송
및 기술정보의 제공(수리부품을 정품으로 교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방위장비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2014년 4월 1일)

이 두 가지 시점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전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
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전 상대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상대국·지역이 국제적인
평화 및 안전 그리고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
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최종수요자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최종수요자에 의한
방위장비의 사용 상황 및 적정관리의 확실성 등을 고려해서 검토한다.
또한, 안전보장상의 우려의 정도에 대해서는 이전되는 방위장비의 성질, 기술
적 기민성, 용도(목적), 수량, 형태(완성품 또는 부품인가, 화물 혹은 기술인가
를 포함한다) 및 목적 외 사용 및 제3국 이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검토한다.
나아가, 최종적인 이전을 인정할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 수출관
리 레짐의 가이드라인도 고려해서 이전 시점에서의 이용 가능한 정보에 바탕
을 두고 상술한 요소를 포함한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한다.
3 적정관리의 확보
방
 위장비의 해외이전에 있어서 해외이전 후의 적정한 관리를 확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목적 외 사용 및 제3국 이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사전

나. 공인 경호 또는 공인의 자기보존을 위한 장비품의 수출

동의를 상대국 정부에 의무화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제시한 경

다. 위험지역에서 활동하는 교민의 자기보존을 위한 장비품의 수출

우에는 상대방 관리체제의 확인을 통해 적정한 관리를 확보하는 것도 가
능한 것으로 한다.

(3) 잘못 보내진 물품의 반송, 반송을 전제로 하는 견본품의 수출, 해외 정부
기관의 경찰관에 의해 반입된 장비품의 재수출 등 우리나라의 안전보장
상의 관점에서 영향이 매우 작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해외이전
2 해외이전의 엄격한 심사의 시점
개별 안건의 수출 허가에 있어서 1에서 제시한 방위장비의 해외이전을 인

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긴급성·인도성이 높은 경우
2) 이
 전 상대가 유엔 혹은 그 관련 기관 또는 유엔 결의에 따라 활동을 하
는 기관인 경우

정할 수 있는 안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3) 국제입찰 참가에 필요한 기술정보 혹은 시제품의 제공을 하는 경우

· 이전 상대방 및 최종 수요자의 적절성

4) 금
 액이 소액 또는 수가 소량으로 안전보장상의 우려가 적다고 생각되

· 해당 방위장비의 해외이전이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상 미칠 우려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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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품 등을 서로 융통하는 국제적인 시스템에 참가하는 경우

1) 기본적인 방침에 대해서 검토할 때

(3) 부품 등을 라이선스 보유자에 납입하는 경우

2) 이전을 인정하는 조건의 적용에 대해서 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때

(4) 우리나라로부터 이전하는 부품 및 기술의 상대국에 대한 공헌이 상당 정

3) 이
 전 상대 등의 적절성, 안전보장상의 우려의 정도 등에 대해서 특히 신

도 적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5) 자위대 등의 활동 또는 교민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해외이전인 경우

중한 검토가 필요한 때
4) 방
 위장비의 해외이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6) 잘못 보내진 물품의 반송, 반송을 전제로 한 견본품의 수출, 화물의 임
시상륙 등 우리나라 안전보장상의 관점에서 영향이 매우 적다고 판단
되는 경우

(2) 국가안전보장회의 간사회에서의 심의
방
 위장비의 해외이전에 관해 다음의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간사
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한다. 2)에 해당하는 방위장비의 해외이전에 대

이전 상대방의 관리체제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합리적인 한 정부

해서는 외환법에 입각한 경제산업대신의 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또는 이전하는 방위장비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 등의 서약서 등 문서에 의

는 당해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한다.

한 확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그 밖에 이전 상대의 방위장비 관리 실태,

1) 기본적인 방침에 대해서 검토할 때

관리하는 조직의 신뢰성, 이전 상대 국가 또는 지역의 수출관리제도나 그 운

2) 같
 은 유형에 대해서 과거에 정부로서 해외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

용 실태 등에 대해서도 이전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초해서 확인하
는 것으로 한다.
또한, 해외이전 후의 방위장비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판명
될 경우, 당해 방위장비를 이전한 자 등에 대한 외환 및 외국무역법(1949년
법률 제228호, 이하 ‘외환법’이라 한다)에 입각한 벌칙의 적용을 포함해 엄정
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한다.

단을 했던 실적이 없을 때
3) 방위장비의 해외이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3) 관계 성청 간의 연계
방
 위장비의 해외이전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
하다는 것을 바탕으로 방위장비의 해외이전 안건에 관한 조정, 적정관

4 심사에 있어서의 절차
(1)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의 심의
방위장비의 해외이전에 관해 다음의 경우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심
의하는 것으로 한다. 2) 또는 3)에 해당하는 방위장비의 해외이전에 대

리 태세에 대해서 관계 성청이 긴밀하게 연계해서 대응하는 것으로 하
며, 각 관계 성청의 연락창구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개별 안건마다
연락창구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부국을 두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1)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

해서는 외환법에 입각한 경제산업대신의 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2) 외무성 종합외교정책국 안전보장정책과

는 당해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한다.

3)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안전보장무역관리과
4) 방위성 방위장비청 장비정책부 국제장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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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기적인 보고 및 정보의 공개
(1) 정기적인 보고

9. 방위장비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2014년 4월 1일)

(2) 지금까지의 무기수출 3원칙 등과의 정리
3 원칙은 지금까지의 무기수출 3원칙 등을 정리하면서 새롭게 결정된

경제산업대신은 방위장비의 해외이전 허가 상황에 대해 연차보고서를

원칙이라는 점에서 향후의 방위장비의 해외이전에 있어서 3원칙을 바

작성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보고한 뒤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

탕으로 외환법에 입각한 심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3원칙의 결정 전
에 무기수출 3원칙 아래서 취해진 예외화 조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3

(2) 정보의 공개
4 (1)의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심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행
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42호)을 바
탕으로 정부로서 정보 공개를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 정보 공개에 있어
서 종래 개별적으로 예외화 조치를 취해왔던 경우와 비교해서 투명성

원칙 하에서 해외이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해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한다.
(3) 시행기일
이 운용지침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결여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개정
6 기타

3 원칙은 외환법의 운용 기준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이 운용지침의 개정

(1) 정의

은 경제산업성이 내각관방, 외무성 및 방위성과 협의해서 안을 작성해

‘국제공동개발·생산’이란 우리나라의 정부 또는 기업이 참가하는 국제공동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함으로써 개정한다.

개발(국제공동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 또는 국제공동생산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1) 우리나라 정부와 외국 정부와의 사이에 행하는 국제공동개발

부칙
이 운용지침은 2016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외국 정부에 의한 방위장비 개발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참가
3) 외국으로부터의 라이선스생산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기업과 공동
으로 행하는 것
4) 우리나라의 기술 및 외국으로부터의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기업과 공동으로 행하는 개발 또는 생산
5) 부품 등을 서로 융통하는 국제적인 시스템에의 참가
6) 국제공동개발 또는 국제공동생산의 실현 가능성 조사를 위한 기술정보
또는 시제품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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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집단적자위권 용인 각의결정(2014년 7월 1일)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그 존립을

“국가의 존립을 완수해 국민을 지키기 위한 빈틈없는 안전보장법제의 정비

완수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

에 대하여”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정부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우선 충분한 체제
를 가지고 강력한 외교를 추진함으로써 안정되고 예측하기 쉬운 국제환경을

2014년 7월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결정/각의결정

창출해 위협의 출현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국제법에 입각해 행동하고 법
의 지배를 중시함으로써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후 일관해서 일본국 헌법하에서 평화 국가로서 걸어왔다. 전
수방위에 철저하고 타국에게 위협을 주는 군사 대국이 되지 않으며, 비핵 3원

나아가, 우리나라 자신의 방위력을 적절하게 정비, 유지, 운용하고 동맹국

칙을 지킨다는 기본방침을 견지하면서 국민의 부지런한 노력에 의해 경제대

인 미국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역내외의 파트너와의 신뢰 및 협

국이 되어 번영하고 안정되고 풍요로운 국민생활을 구축해왔다. 또한, 우리나

력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안전 및 아시아태평

라는 평화 국가로서의 입장에서 유엔헌장을 준수하면서 국제사회나 유엔을

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일안전보장체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 미

비롯한 국제기관과 연계해 그것들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러

일동맹의 억지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무력분쟁을 미연에 회피하고 우리나라에

한 우리나라의 평화 국가로서의 발걸음은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와 존경을

위협이 미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 그 위에 어떠한 사태에

얻어왔으며, 이것을 보다 확고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서도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단호하게 지켜냄과 동시에 국제협조주의
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 하에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지금까지보다

한편, 일본국 헌법 시행으로부터 67년이 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은 근본적으로 변용함과 동시에 나아가 계속해서 변

더 적극적으로 공헌하기 위해서는 빈틈없는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국내법제
를 정비해야 한다.

화해 우리나라는 복잡하고 중대한 국가안전보장상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유엔헌장이 이상(理想)으로서 내걸었던 소위 정규 ‘유엔군’은 실현될 가능성

5월 15일에 ‘안전보장의 법적기반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로부터 보고서

이 없는 데 더해 냉전 종결 후의 4반세기만 보더라도 글로벌한 파워밸런스의

가 제출되어 같은 날 아베 내각총리대신이 기자회견에서 표명한 기본적 방

변화, 기술혁신의 급속한 진전, 대량살상무기나 탄도미사일의 개발 및 확산,

향성에 입각해 지금까지 여당에서 협의를 계속하고 정부로서도 검토를 해왔

국제테러 등의 위협에 의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문제나 긴장이 발생하는

다. 금번 여당 협의의 결과에 입각해 정부로서의 기본방침에 따라서 국민의

것과 더불어 위협이 세계 어느 지역에서 발생해도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직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국내법제를 신속하게 정비하는

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제는 어느 나라도 한 나라만

것으로 한다.

으로 평화를 지킬 수 없고, 국제사회 또한 우리나라가 그 국력에 어울리는 형
태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1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침해에 대한 대처
(1) 우
 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순수한 평시도 유사도 아닌 사태가 발생하기 쉽고, 이로 인해 더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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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로 이를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

군부대에 대해서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침해가 발생할 경우를 상정해

는 침해에 즈음해 경찰기관과 자위대를 포함한 관계기관이 기본적인 역

자위대법 제95조에 의한 무기 등 방호를 위한 ‘무기의 사용’이라는 생각

할분담을 전제로 해서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을 참고하면서 자위대와 연계해서 우리나라의 방위에 도움이 되는 활동

도 빈틈없고 충분한 대응을 확보하기 위한 태세를 정비하는 것이 더욱

(‘공동훈련’을 포함한다.)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미군부대의 무기 등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라면 미국의 요청 또는 동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당해 무기 등을 방
호하기 위한 자위대법 제95조에 의한 것과 같이 매우 수동적이며 한정

(2)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이나 해상
보안청 등의 관계기관이 각각의 임무와 권한에 맞게 긴밀하게 협력해서

적인 필요최소한의 ‘무기의 사용’을 자위대가 행할 수 있도록 법정비를
하는 것으로 한다.

대응한다는 기본방침 하에 각각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보공유를
포함한 연계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대응요령의 검토나 정비를 해 명령

2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한층 더 공헌

발출 절차를 신속하게 함과 동시에 각종 연습이나 훈련을 충실하게 하

(1) 소위 후방지원과 ‘무력행사와의 일체화’

는 등 각 분야에서 필요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한다.

1) 소
 위 후방지원이라 불리는 지원활동 그 자체는 ‘무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다. 예를 들면, 국제평화 및 안전이 위협을 받아 국제사회

(3) 이 가운데 절차의 신속화에 대해서는 낙도 주변지역 등에서 외부로부터

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일치단결해서 대응하려 할 때 이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침해가 발생하고 근방에 경찰력이 존재하지 않

러한 지원활동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한편, 헌법 제9조와의 관

는 경우나 경찰기관이 곧바로 대응할 수 없는(무장집단이 소지하는 무

계에서 우리나라에 의한 지원활동에 대해서는 타국의 ‘무력행사와 일

기 등 때문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응에서 치안출동이나

체화’하는 것에 의해 우리나라 자신이 헌법하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무

해상에서의 경비행동을 발령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적용관계에 대해서

력행사’를 했다는 법적 평가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금까지의 법률에 있

미리 충분히 검토해 관계기관에서 동통의 인식을 확립해둠과 동시에 절

어서는 활동 지역을 ‘후방지역’이나 소위 ‘비전투지역’으로 한정하는

차를 거치는 동안에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가 확대하는 일이 없도록 상

등 법률상의 틀을 설정해 ‘무력행사의 일체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

황에 맞게 조기 하령(下令)이나 절차의 신속화를 위한 방책에 대해서 구

록 해왔다.

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2) 이
 러한 법률상의 틀 하에서도 자위대는 각종 지원활동을 착실하게 축적
(4) 나아가, 우리나라 방위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현재 종사하는 미군부대

해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높아지고 있다. 안전보장환경이 더

에 대해서 공격이 발생하고,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무력공격으로까지

욱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의

확대될 수 있는 사태에 있어서도 자위대와 미군이 긴밀하게 연계해서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자위대가 폭넓은 지원활동으

빈틈없는 대응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안전 확보에도 중요하다. 자위

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활동

대와 미군부대가 연계해서 행하는 평소부터의 각종 활동에 있어서 미

을 지금까지 이상으로 지장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평
화와 안전 확보라는 관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134

135

전후 일본의 방위정책연구

10. 집단적자위권 용인 각의결정(2014년 7월 1일)

3) 정부로서는 소위 ‘무력행사와의 일체화’론 그 자체는 전제로 한 위에 축

2) 우
 리나라로서는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협조주의’의 입장에

적된 논의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자위대 활동의 실제 경험, 유엔의 집

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갈 필요가 있으며, 이

단안전보장조치의 실태 등을 감안해서 종래의 ‘후방지역’ 혹은 소위

를 위해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등의 국제적인 평화협력활동에 충분

‘비전투지역’과 같은 자위대가 활동하는 범위를 대략 일체화의 문제가

하고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국 영

발생하지 않는 지역으로 일률적으로 구획하는 것이 아니라 타국이 ‘현

역 내에 소재하는 외국인의 보호는 국제법상 당해 영역국의 의무이지

재 전투행위를 하고 있는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실시하는 보급, 수송

만, 많은 일본인이 해외에서 활약하고 테러 등의 긴급사태에 휘말릴 가

등 우리나라의 지원활동에 대해서는 당해 타국의 ‘무력행사와 일체화’

능성이 있는 가운데 당해 영역국이 받아들이겠다는 동의가 있을 경우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기본으로 한 이하의 생각에 서서 우리나라

에는 무기사용을 수반하는 재외교민 구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

의 안전 확보나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활동하는 타국 군대에

록 할 필요가 있다.

대해서 필요한 지원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 정비를 추진
하는 것으로 한다.

3) 이
 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로서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조직’이 적대
하는 것으로서 등장하지 않는 것을 확보하는 위에 유엔평화유지활동

가. 우리나라의 지원대상이 된 타국 군대가 ‘현재 전투행위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지원활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나. 가령 상황 변화에 의해 우리나라가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장소
가 ‘현재 전투행위를 하고 있는 현장’이 될 경우에는 즉시 거기에서

등의 ‘무력행사’를 수반하지 않는 국제적인 평화협력활동에서 소위 ‘출
동 경호’에 수반하는 무기사용 및 ‘임무수행을 위한 무기 사용’ 외에 영
역국의 동의에 입각한 교민 구출 등의 ‘무력행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
찰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이하의 생각을 기본으로 해서 법 정비를 추
진하는 것으로 한다.

실시하고 있는 지원활동을 휴지(休止) 혹은 중단한다.
가. 유
 엔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해서는 PKO 참가 5원칙의 틀 아래서 ‘당
(2) 국제적인 평화협력활동에 수반하는 무기 사용

해 활동이 이뤄지는 지역에 속하는 국가의 동의’ 및 ‘당해 활동이 이

1)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필요한 법 정비를 하고 과거 20년 이상에 걸쳐 국

뤄지는 것에 대한 분쟁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적인 평화협력활동을 실시해왔다. 그 가운데 소위 ‘출동(駆け付け) 경

받아들이겠다고 동의한 분쟁당사자 이외의 ‘국가에 준하는 조직’이

호’에 수반하는 무기사용이나 ‘임무수행을 위한 무기사용’에 대해서는

적대하는 것으로 등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없다고 생각된다. 이것

이것을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조직’에 대해서 행한 경우에는 헌법

은 과거 20년 이상에 걸친 우리나라의 유엔평화유지활동 등의 경험

제9조가 금하는 ‘무력행사’에 해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평

에서도 뒷받침된다. 최근의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임

화협력활동에 종사하는 자위관의 무기사용 권한은 소위 자기보존형과

무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주민보호 등 치안유지를 임무로 할 경우를

무기 등 방호에 한정해왔다.

포함해 임무수행에 있어서 자기보존 및 무기 등 방호를 초월한 무기
사용이 예상될 경우에는 특히 그 활동의 성격상 분쟁당사자가 받아
들이겠다는 동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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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위대 부대가 영역국 정부의 동의에 입각해 당해 영역국에서의 교

을 금지하고 있다고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다. 한편, 이 자위의 조치는

민 구출 등의 ‘무력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경찰적인 활동을 할 경우

어디까지나 외국의 무력공격에 의해서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

에는 영역국 정부의 동의가 미치는 범위, 즉 그 영역에서 권력이 유

의 권리가 근저에서 뒤집히는 급박하고 부정(不正)한 사태에 대처하고

지되고 있는 범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것은 그 범위에 있

국민의 이러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무력행사’는 허용

어서는 ‘국가에 준하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된다. 이것이 헌법 제9조 하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무력행사’에 대
해서 종래부터 정부가 일관해서 표명해온 견해의 근간, 말하자면 기본

다. 받아들이겠다는 동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와 영역국 정부

적인 논리이며, 1972년 10월 14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 대해서 정부로

의 동의가 미치는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의 심

부터 제출된 자료 ‘집단적 자위권과 헌법과의 관계’에 명확하게 제시되

의 등에 입각해 내각으로서 판단한다.

어 있는 부분이다.
 이 기본적인 논리는 헌법 제9조 하에서는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한다.

라. 또한, 이러한 활동에 있어서의 무기사용에 대해서는 경찰 비례의 원
칙과 유사한 엄격한 비례원칙이 작동한다는 내재적 제약이 있다.

(3) 지
 금까지 정부는 이 기본적인 논리 하에 ‘무력행사’가 허용되는 것은 우
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했을 경우로 제한한다고 생각해왔다. 그

3 헌법 제9조 하에서 허용되는 자위의 조치
(1)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어떠한 사태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헌법해석
대로는 반드시 충분한 대응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어떠한
해석이 적절한지 검토해왔다. 그때 정부의 헌법해석에는 논리적 정합성

러나, 모두에서 말한 대로 파워밸런스의 변화, 기술혁신의 급속한 진전,
대량살상무기 등의 위협 등에 의해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이 근본적으로 변용되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앞
으로 타국에 대해서 발생하는 무력공격이라고 해도 그 목적, 규모, 양
태 등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일어
날 수 있다.

과 법적 안정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종래의 정부견해에서의 헌법 제9조

 우리나라로서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

해석의 기본적인 논리 틀 안에서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지켜내

대한의 외교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헌법해석에 입각해서 정

기 위한 논리적인 귀결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비되어 온 기존의 국내 법령에 의한 대응이나 당해 헌법 해석의 틀 내에
서 가능한 법 정비 등 필요한 모든 대응을 취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2) 헌법 제9조는 그 문언에서 보면 국제관계에서의 ‘무력행사’를 일체 금

138

렇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안전을 완수하여 국민을 지키는 위해 만전을

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헌법 전문에서 확인하고 있는 ‘국민의 평

기할 필요가 있다.

화로운 생존권’이나 헌법 제13조가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에 대한 국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현재의 안전보장환경에 비춰서 신중하게 검토

민의 권리’는 국정상 최대의 존중을 필요로 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는

한 결과,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만이 아니라 우리나

취지를 고려해 생각하면 헌법 제9조가 우리나라가 자국의 평화와 안전

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이것에 의

을 유지하고 그 존립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위의 조치를 취하는 것

해 우리나라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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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저에서 뒤집히는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배제하여 우리나

하게 하는 법안의 작성 작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

라의 존립을 완수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때

고 준비가 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해 국회에서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한다.

에 필요최소한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종래의 정부견해의 기본적인
논리에 입각한 자위권을 위한 조치로서 헌법상 허용된다고 생각해야 한

(이상)

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4) 우리나라에 의한 ‘무력의 행사’가 국제법을 준수해서 이뤄지는 것은 당
연하지만, 국제법상의 근거와 헌법해석은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
다. 헌법상 허용되는 상기의 ‘무력행사’는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이 근
거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무력행사’에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
했을 경우를 계기로 한 것이 포함되지만, 헌법상은 어디까지나 우리나
라의 존립을 완수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즉 우리나라를 방위하기 위
한 어쩔 수 없는 자위의 조치로서 비로소 허용되는 것이다.
(5) 또한, 헌법상 ‘무력행사’가 허용된다고 해도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평
화로운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인 이상 민주적 통제의 확보가 요구되는 것
은 당연하다. 정부로서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타국에 대해서 무력공격이
발생할 경우에 헌법상 허용되는 ‘무력행사’를 하기 위해서 자위대에 출
동을 명할 때에는 현행법령에 규정된 방위출동에 관한 절차와 마찬가
지로 원칙적으로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구할 것을 법안에 명기하는 것
으로 한다.
4 향후의 국내법 정비의 추진방법
이러한 활동을 자위대가 실시함에 있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의 심
의 등에 입각해 내각으로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절차를 포
함해서 실제로 자위대가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국내법이 필요하다. 정부로서 이상 언급한 기본방침 아래 국민의 생
명과 평화로운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모든 사태에 빈틈없는 대응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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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방위계획의 대강(2018년 12월 18일)

(별지)
2019년도 이후에 관한 방위계획의 대강

2018년 12월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결정/각의결정

Ⅰ 책정의 취지
2019년도 이후에 관한 방위계획의 대강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정한다.

우리나라는 전후 일관해서 평화 국가로서의 길을 걸어왔다. 이것은 평화주의

이에 따라 ‘2014년도 이후에 관한 방위계획의 대강에 대하여’(2013년 12월

의 이념 하에 선인들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 달성된 것이다.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 결정 및 각의결정)는 2018년도를 끝으로 폐지한다.

우리나라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그 존립을 완수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그리고 영토·영해·영공
을 지켜내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국가로서 제1의적으로 해야 할
책임이며, 우리나라가 스스로 주체적·자주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러한 책임
을 다해가는 것이 우리나라 안전보장의 근간이다. 우리나라의 방위력은 이것
을 최종적으로 담보하는 것이며, 평화 국가인 우리나라의 흔들림 없는 의사
와 능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이 유
지되는 것은 우리나라 번영의 불가결한 전제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파워밸런스의 변화는 가속화·복잡화해 기존 질서를 둘러싼 불확
실성이 증대하고 있다. 또한, 우주·사이버·전자파 같은 새로운 영역의 이용
이 급속하게 확대하는 것은 육·해·공이라는 종래의 물리적 영역에서의 대응
을 중시해온 지금까지의 국가의 안전보장 태세를 근본부터 바꾸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런 가운데 평화 국가로서 보다 강력하게 걸어갈 것이다. 그
를 위해서는 격변하는 안전보장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자신이 국민의 생명·
신체·재산, 영토·영해·영공, 그리고 주권·독립은 주체적·자주적인 노력에 의
해서 지키는 체제를 발본적으로 강화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역할의 확대를
도모해갈 필요가 있다. 이제는 어느 나라도 일국만으로는 자국의 안전을 지
킬 수 없다. 미일동맹이나 각국과의 안전보장 협력의 강화는 우리나라의 안
전보장에 있어서 불가결하며, 우리나라 자신의 노력 없이 이것을 달성할 수
없다. 국제사회도 또한, 우리나라가 국력에 어울리는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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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의 방위력 강화에 있어서는 이상과 같은 안전보장의 현실을 정면으로

협하는 것이나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 등을 이용해서 타국의 여론

마주 보고 종래의 연장선상이 아닌 진정으로 실효적인 방위력을 구축하기 위

을 조작하는 것 등 다양한 수단에 의해 평소부터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

해 방위력의 질 및 양을 필요하고 충분하게 확보해갈 필요가 있다. 특히, 우

다. 또한, 소위 그레이존 사태는 국가 간 경쟁의 일환으로서 장기에 걸쳐

주·사이버·전자파와 같은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우위성을 획

계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확대해 갈 가능성이 있다. 이

득하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해져 육·해·공이라는 종래의 구분에 의거한 발

러한 그레이존 사태는 명확한 징후 없이 보다 중대한 사태로 급속하게 발

상에서 완전히 탈피해 모든 영역을 횡단적으로 연계시킨 새로운 방위력 구축

전해갈 위험을 안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하이브리드전’ 같은 군사와 비

을 목표로 종래와는 발본적으로 다른 속도로 변혁을 추진해갈 필요가 있다.

군사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한 현상변경 수법은 상대방에게 군사

한편, 급속한 소자고령화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과거에 구애받지 않

면에 그치지 않고 복잡한 대응을 강요하고 있다.

는 철저한 합리화 없이 이러한 방위력의 강화를 실현할 수 없다.

 또한,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의 급속한 기술혁신에 수반하여 군사기술

미일동맹은 우리나라 자신의 방위체제와 더불어 계속해서 우리나라 안전

은 눈부시게 진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진전을 배경으로 현재의 전투

보장의 기축이다. 상술한 대로 우리나라가 독립국가로 제1의적인 책임을 확

양상은 육·해·공만이 아니라 우주·사이버·전자파와 같은 새로운 영역을

고하게 다해가는 것이야말로 미일동맹 하에서의 우리나라의 역할을 제대로

조합한 것이 되고 있으며, 각국은 전반적인 군사능력의 향상을 위해 새로

수행해 그 억지력과 대처력을 더욱 강화해가는 길이며, 또한 자유롭고 개방

운 영역에서의 능력을 뒷받침할 기술의 우위를 추구하고 있다. 우주 영역

된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안전보장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해가

이나 사이버 영역은 민생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것의

기 위한 기반이다.

안정적인 이용이 방해받게 되면 국가·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이러한 구상 하에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대하여’(2013년 12월 17일 국가안전

우려가 있다.

보장회의결정 및 각의결정, 이하 ‘국가안전보장전략’이라고 한다)를 바탕으

 군사기술의 진전에 의해 현재 다양한 위협이 쉽게 국경을 넘어오게 되었

로 우리나라 미래의 기초가 되는 방위력의 바람직한 보습에 대하여 ‘2019년

다. 나아가, 각국은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최첨단기술을 활용한 무기 개

도 이후에 관한 방위계획의 대강’으로서 새로운 지침을 제시한다.

발에 주력함과 더불어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자율형 무인무기 시스템의
개발도 하고 있다. 향후의 가일층의 기술혁신은 미래의 전투 양상을 더욱

Ⅱ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예견하기 어려운 것으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

1. 현재의 안전보장환경의 특징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일국만의 대응이 어려운 안전보장상의 과제가 광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국가 간 상호의존관계가 한층 확대·심화하는 한편
중국 등의 국력 신장 등에 의한 파워밸런스의 변화가 가속화·복잡화해져
기존 질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신에게 유
리한 국제질서·지역질서의 형성이나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한 정치·경제·
군사에 걸친 국가 간 경쟁이 현재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간 경쟁은 군이나 법 집행기관을 이용한 타국의 주권을 위

144

범위하고 다양화하고 있다. 우주 영역이나 사이버 영역에 관해서는 국제
적인 룰이나 규범 만들기가 안전보장상의 과제가 되고 있다. 해양에 있어
서는 기존 국제질서와 양립하지 않는 독자적인 주장에 입각해 자국이 권
리를 일방적으로 주장하거나 행동하는 사례가 보여 공해에서의 자유가 부
당하게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핵·생물·화학 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나 탄도미사일의 확산 및 심각해지고 있는 국제테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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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국제사회의 중대한 과제이다.

해 지역에서의 군사 활동을 저해하는 군사 능력, 소위 ‘접근저지/영역거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주변에는 질·양 모두 우수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

부’(‘A2AD’) 능력의 강화나 보다 먼 지역에서의 작전수행능력의 구축으로

가가 집중해 군사력의 가일층의 강화나 군사활동이 활발해지는 경향이 현

이어지는 것이다. 이들에 더해 국방·과학기술·공업의 군민융합정책을 추

저해지고 있다.

진함과 동시에 군사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첨단기술의 개발·획득
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해상에 관한 법 집행기관과

2. 각국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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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종합적인 국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모든 분야

 중국은 기존 국제질서와 양립하지 않는 독자적인 주장에 입각해 힘을 배

에서 국가 간 경쟁이 현재화하는 가운데 세계적·지역적인 질서 수정을 시

경으로 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을 시도함과 동시에 동중국해를 비롯한 해공

도하는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이 특히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

역에서 군사 활동을 확대하고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유의

을 보여주고 있다.

영토인 센카쿠열도 주변에서는 우리나라의 강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공선

 미국은 군사력 재건을 위해 기술혁신 등에 의한 모든 영역에서의 군사적

에 의한 계속적인 영해침입이나 해군함정에 의한 일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

우위의 유지, 핵억지력의 강화, 미사일 방어능력의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

다. 태평양이나 일본해(동해의 일본 명칭, 역자주)에서도 군사 활동을 확

고 있다. 또한, 동맹국이나 파트너 국가에 대해서는 방위코미트먼트를 유

대하고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특히 태평양으로의 진출이 최근 빈번하게

지하고 전력의 전방전개를 계속함과 더불어 책임분담의 증대를 요구하고

이뤄져 그 경로나 부대 구성이 다양화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는 대규모

있다. 나아가, 인도태평양지역을 우선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동맹국과 파

의 매립을 급속하게 강행해 그 군사거점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해공역에서

트너십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걸고 있다.

의 활동도 확대하고 활발하게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맹국은 힘을 배경으로

 이러한 중국의 군사 동향 등에 대해서는 국방정책이나 군사력의 불투명

한 현상변경이나 ‘하이브리드전’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의 재검토를 함과

성과 더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의 강한 우

동시에 안전보장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국방비를 증가시켜왔다.

려 사안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강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갈 필요가 있

 중국은 금세기 중반까지 ‘세계 일류 군대’를 건설할 것을 목표로 투명성

다. 중국에는 지역이나 국제사회에서 보다 협조적인 형태로 적극적인 역

이 결여된 채로 높은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핵·미사일 전력이

할을 하는 것이 강하게 기대된다.

나 해상·항공 전력을 중심으로 질량 양 측면에서 군사력을 광범위하고 급

 북한은 최근 전례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동시 발사 능력

속하게 증강하고 있다. 그때 지휘계통의 혼란 등을 가능하게 하는 사이버

이나 기습적인 공격 능력 등을 급속하게 강화해왔다. 또한, 핵실험을 통한

영역이나 전자파 영역에서의 능력을 급속하게 발전시킴과 동시에 대(對)

기술적 성숙 등을 고려한다면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핵무기의 소형

위성 무기의 개발·실험을 비롯한 우주 영역에서의 능력 강화도 계속하는

화·탄두화를 이미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우세 확보를 중시하고 있다. 또한, 미사일방어를 돌

비핵화를 향한 의사를 표명하고, 핵실험장의 폭파를 공개하는 등의 움직

파하기 위한 능력이나 수륙양용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군

임은 보였지만,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모든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사 능력의 강화는 주변지역에의 타국 군사력의 접근·전개를 저지하고 당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의 폐기는 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의 핵·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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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 능력에 본질적인 변화는 없다.

적이 없는 속도로 급속하게 진전하고 있음과 더불어 어려운 재정 상황이

 또한, 북한은 비대칭적인 군사 능력으로서 사이버 영역에 대해서 대규모

계속되고 있다.

부대를 보유함과 함께 군사기밀정보의 절취나 타국의 중요 인프라에 대한
공격 능력의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더해 대규모 특수부

4. 총괄

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상을 고려하면 오늘날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에 대해서는 냉

 이러한 북한의 군사 동향은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긴박한 위

전 시기 우려되었던 것 같은 주요국 간의 대규모 무력분쟁의 개연성은 계

협이며,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것이 되고

속해서 낮은 것으로 생각되는 한편, ‘2014년 이후에 관한 방위계획의 대

있다. 국제사회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

강’(2013년 12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결정 및 각의결정, 이하 ‘이전 대

일 관련 활동이 국제평화 및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분명

강’이라 한다)을 책정했을 때에 상정했던 것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엄중해

하게 하고 있다.

지고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핵전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의 현대화를 향한 노력을 계속함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위

써 군사태세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정세 등을 둘러싸고

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

서방과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한, 북극권, 유럽, 미국 주변, 중동에 더

가 있다.

해 북방영토를 포함한 극동에서도 군사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경향이 있
으며, 그런 동향을 주시해갈 필요가 있다.
3. 우리나라의 특성

우리나라는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평화주의의 관점에서 우
리나라 자신의 외교력, 방위력 등을 강화하고,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해서 각

사면을 바다로 둘러싸이고 긴 해안선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본토에서 떨어

국과의 협력관계의 확대·심화를 추진해왔다. 또한, 이때 일본국 헌법하에 전

진 많은 도서 및 광대한 배타적경제수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지

수방위에 철저하고 타국에 위협을 주는 군사 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방침

켜내야 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영토·영해·영공 및 각종 자원이 광범위

에 따라 문민통제를 확보하고 비핵 3원칙을 지켜왔다.

하게 존재하고 있다. 또한, 해양국가이며, 자원이나 식료의 대부분을 해외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본방침 하에 평화 국가로서의 길을 바꾸는

와의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법의 지배, 항행의 자유 등의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 위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직면했던 적이 없는 안

기본적인 룰에 입각한 ‘개방되고 안정된 해양’ 질서를 강화해 해상교통로

전보장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영토·영해·영공 및 주권·독

및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평화와 번영의 기초이다.

립을 지켜내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제시한 국익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

 한편, 우리나라는 커다란 피해를 동반하는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것에 더

를 위해 우리나라의 방위에 대해서 그 목표 및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해 도시부에 산업·인구·정보기반이 집중되고, 동시에 연안부에 원자력발

명시한 위에 지금까지 이상으로 다양한 노력을 적극적이며 전략적으로 추진

전소 등의 중요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해간다.

 이들에 더해 우리나라에서는 인구감소와 소자고령화가 예전에 경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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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 방위의 기본방침

방위 목표로서 우선 평소부터 우리나라가 가질 수 있을 힘을 종합해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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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방위계획의 대강(2018년 12월 18일)

나라에 바람직한 안전보장환경을 창출한다. 또한, 우리나라에 침해를 가하는

지도 태세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앞으로 정치가 보다 강력한 리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상대에게 인식시켜 위협이 미치는 것을 억지한다. 나

십을 발휘해 신속하고 적확하게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정부가 하나가 되

아가, 만에 하나 우리나라에 위협이 미칠 경우에는 확실하게 위협에 대처해

어 빈틈없는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을 보좌하는 각종 재해에의 대

피해를 최소화한다.

응 및 국민 보호를 위한 체제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지방공공단체와 연

이러한 방위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하기 위해 그 수단인 우리나라 자신의 방

계해서 피난시설의 확보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긴급사태시의 재외교

위체제, 미일동맹 및 안전보장협력을 각각 달성해 간다. 이것은 대단히 변화

민 등의 신속한 피난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의 태세를 갖춘다. 나아

의 속도가 빨라지고 복잡해진 안전보장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주·사이

가, 전력, 통신 같이 국민 생활에 중요한 인프라나 사이버공간을 지키기

버·전자파와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의 우위성을 조기에 획득하는 것을 포함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상의 노력에 더해 각종 대응을 적확하게 하기 위해 평소부터 관련 계

또한, 핵무기의 위협에 대해서는 핵억지력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확장억제

획 등의 체계화를 추진하면서 이것들의 책정 또는 수정을 추진하고 동

가 불가결하며, 우리나라는 그 신뢰성의 유지·강화를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시에 시뮬레이션이나 종합적인 훈련·연습을 확충해 대처태세의 실효성

협력해감과 동시에 종합 미사일 방공이나 국민 보호를 포함한 우리나라 자

을 높인다.

신에 의한 대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동시에, 장기적 과제인 핵무기 없
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핵군축·불확산을 위해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역할
을 해간다.
1. 우리나라 자신의 방위체제 강화
(1) 종합적인 방위체제의 구축
 지금까지 직면했던 적이 없는 안전보장환경의 현실에 정면으로 마주해

1) 방위력의 의의·필요성
방
 위력은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최종적인 담보이며, 우
리나라에 위협이 미치는 것을 억지하고 더불어 위협이 미칠 경우에는
이를 배제해 독립국가로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우리나라의 영토·
영해·영공을 주체적·자주적인 노력에 의해 지켜낸다고 하는 우리나라

방위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하기 위해 모든 단계에서 방위성·자위대만이

의 의사와 능력을 표시하는 것이다.

아니라 정부가 하나가 된 대응 및 지방공공단체,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동시에, 방위력은 평소부터 유사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미일동맹에서의

을 가능하게 해 우리나라가 가질 수 있는 힘을 종합하는 방위체제를 구

우리나라 자신의 역할을 주체적으로 다하기 위해 불가결한 것이며, 우리

축한다. 특히, 우주, 사이버, 전자파, 해양, 과학기술과 같은 분야에서의

나라의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은 미일동맹

노력 및 협력을 가속하는 이외에 우주, 사이버 등의 분야에서의 규범 형

을 강화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방위력은 제 외국과의 안전보장협력

성에 관한 노력을 추진한다.

에서 우리나라의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불가결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모든 정책수단을 체계적으로 조합한 것 등을 통해

 이처럼 방위력은 지금까지 직면했던 적이 없는 안전보장환경의 현실

평소부터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노력을 강화한다.
 유사나 그레이존 사태 등 각종 사태에 대해서는 문민통제 아래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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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방위력 강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독립국가로서 존립을 완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힘
이며, 주체적·자주적으로 강화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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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능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평시에서 유사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더욱 엄중해지고 있는 안전보장환경 속에서 군사력의 질과 양에서 우

서의 유연하고 전략적인 활동을 상시 계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진정으

세한 위협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 및 대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

로 실효적인 방위력으로서 다차원통합방위력을 구축해간다.

주·사이버·전자파와 같은 새로운 영역과 육해공이라는 종래 영역의 조
합에 의한 전투 양상에 적응하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3) 방위력이 해야 할 역할

 이를 위해 앞으로의 방위력에 대해서는 개별 영역에서 능력의 질과 양

우
 리나라의 방위력은 우리나라에게 바람직한 안전보장환경을 창출함과

을 강화하면서 모든 영역에서의 능력을 유기적으로 융합해 그 상승효

더불어 위협을 억지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이하의 역할을 빈틈없고

과에 의해 전체 능력을 증폭시키는 영역횡단(크로스 도메인) 작전에 의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

해 개별 영역에서의 능력이 열세인 경우에도 이를 극복해 우리나라의

운 삶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평소부터 다양한 역할을 해가는 것이 지금

방위를 완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까지 이상으로 중요하다.

 또한,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는 안전보장환경 속에서 우리나라를 확
실하게 방위하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유사까지 모든 단계의 활동을 빈틈

1) 평시에서 그레이존 사태에의 대응

없이(seamless)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도 다

적
 극적인 공동훈련·연습이나 해외에서의 기항 등을 통해 평소부터 존재

양한 활동을 기동적·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위력 구축을 위해 노

감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의사와 능력을 보임과 더불어 이러한 자위대 부

력해왔지만, 최근에는 평소부터의 존재감(presence) 유지, 정보수집·

대 활동을 포함한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외교와 일체화해 추진한다.

경계감시 등의 활동을 보다 광범위하고 높은 빈도로 실시해야 하며 이

또한, 모든 영역에서의 능력을 활용해서 우리나라 주변에서 광범위하

떄문에 인원, 장비 등에 만성적인 부하가 걸려 부대의 숙련도나 활동량

게 상시 계속적인 정보수집·경계감시·정찰(ISR) 활동(‘상속감시(常續

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監視)’라 한다)을 함과 더불어 유연하게 선택된 억지조치 등에 의해 사

 따라서 향후의 방위력에 대해서는 각종 활동의 지속성·강인성을 지

태의 발생·심각화를 미연에 방지한다. 이러한 각종 활동에 의한 태세도

탱하는 능력의 질과 양을 강화하면서 평소부터 사태의 특성에 맞는 유

활용해 영공침범이나 영해침입과 같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

연하고 전략적인 활동을 상시 계속적으로 실시 가능한 것으로 만들 필

위에 대해서 경찰기관 등과도 연계하면서 즉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요가 있다.

 탄도미사일 등의 비래(飛來)에 대해서는 상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나아가 우리나라의 방위력은 미일동맹의 억지력 및 대처력을 강화하

를 방호하고 만에 하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국한(局限)한다.

는 것임과 동시에 다각적·다층적인 안전보장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것
일 필요가 있다.
 이상의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통합운용에 의한 기동적·지속적
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전 대강에 입각한 통합기동방위
력의 방향성을 심화시키민서 우주·사이버·전자파를 포함한 모든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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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부를 포함한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에의 대응
도
 서부를 포함한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대를 신속
하게 기동·전개시켜 해상우세·항공우세를 확보하면서 침공부대의 접
근·상륙을 저지한다. 해상우세·항공우세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 될 경우

153

전후 일본의 방위정책연구

11. 방위계획의 대강(2018년 12월 18일)

에도 침공부대의 위협권 밖에서 그 접근·상륙을 저지한다.

침’을 바탕으로 미일동맹에서의 우리나라 자신의 역할을 주체적으로

 미사일, 항공기 등 하늘을 통한 공격에 대해서는 최적 수단에 의해 기

수행함으로써 2.에서 후술하는 것처럼 미일 공동의 활동을 효과적으

동적이며 지속적으로 대응함과 더불어 피해를 국한시키고 자위대의 각

로 실시한다.

종 능력 및 능력 발휘 기반을 유지한다.
  게릴라·특수부대에 의한 공격에 대해서는 원자력발전소 등의 중요시
설 방호 및 침입한 부대의 수색 및 격파를 행한다.

6) 안전보장협력의 추진
지
 역의 특성이나 상대국의 실정을 고려한 방침 아래 공동훈련·연습, 방
위장비·기술협력, 능력구축지원, 군종(軍種)간 교류 등을 포함한 방위

3) 모든 단계에서 우주·사이버·전자파 영역에서의 대응
평소부터 우주·사이버·전자파 영역에서 자위대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

협력·교류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등 3.에서 후술하는 것 같은 안전보
장협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상시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정보의 수
집·분석을 한다. 이러한 행위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사상(事象)을 특정

2. 미일동맹의 강화

하고 피해를 국한시키고 신속하게 피해복구 등을 시행한다.

미일안전보장조약에 입각한 미일안전보장체제는 우리나라 자신의 방위체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 시 이러한 대응을 바탕으로 우주·사이버·전자

제와 더불어 우리나라 안전보장의 기축이다. 또한, 미일안전보장체제를

파 영역을 활용해서 공격을 저지·배제한다.

중핵으로 한 미일동맹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인도태평양지역, 나아가 국

 또한, 사회 전반이 우주 공간이나 사이버공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

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위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관계기관과의 적절한 연계·역할분담 하에 정부

 국가 간 경쟁이 현재화(顯在化)하는 가운데 보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

전체의 종합적인 대처에 기여한다.

을 공유하는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 안전보장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미국도 동맹국과의 협

4) 대규모 재해에의 대응

력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재해 등 발생 시에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

 미일동맹은 평화안전법제에 의해 새롭게 가능해진 활동 등을 통해 지금까

요(所要)의 부대를 신속하게 수송·전개하고 초동대응에 만전을 기함과

지도 강화되어왔지만,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이 매우 빠른 속도

동시에 필요에 따라 대응태세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한다. 또한, 이재민

로 엄중함과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방위의 목표를 달성하

이나 피해지역 지방공동단체의 요구에 정중하게 대응함과 더불어 관계

기 위해서는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 하에서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 지방공공단체 및 민간부문과 적절하게 연계·협력해 인명구조, 응
급복구, 생활지원 등을 한다.

(1) 미일동맹의 억지력 및 대처력의 강화
평시부터 유사에 이르는 모든 단계나 재해 등 발생 시에 미일 양국 간의

5) 미일동맹에 입각한 미국과의 공동
평시에서 유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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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일미군 주둔에 관한 시책의 착실한 실시

 이를 위해 각종 운용협력 및 정책조정을 더욱 심화시킨다. 특히, 우주영

접
 수국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시책을 통해 주일미군의 원활하고 효과적

역이나 사이버영역 등에서의 협력, 종합미사일방공, 공동훈련·연습, 공

인 주둔을 안정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주일미군재편을 착실하게 추진

동의 ISR 활동 및 미일공동에 의한 유연하게 선택된 억지조치의 확대·

해 미군의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부담을 경감해간다.

심화, 공동계획의 책정·갱신의 추진, 확장억제 협의의 심화 등을 추진한

 특히, 오키나와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상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미

다. 이들에 더해 미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후방지원이나 미군의 함

군의 주둔이 미일동맹의 억지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한편, 주일미군

정, 항공기 등의 방호와 같은 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시설·구역의 대부분이 집중해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최근 미군 시설·
구역의 반환 등 오키나와의 부담경감을 더욱 더 추진해오고 있으며, 계

(2) 폭넓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확대

속해서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의 이전을 포함한 오키나와 주둔 미군 시

자유롭고 개방된 해양질서를 유지·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바람직한 안

설·구역의 정리·통합·축소, 부담의 분산 등을 착실하게 실시함으로써

전보장환경을 창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미일양국의 존재

오키나와의 부담경감을 도모해 간다.

감(presence)을 높이는 것도 감안하면서 해양 분야에서의 능력구축지
원, 인도지원·재해구원, 해적대처 등에 대해서 미일 공동의 활동을 실

3. 안전보장협력의 강화

시한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이나 상

 또한, 미일 공동의 활동을 함에 있어 미일이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

대국의 실정을 고려하면서 다각적·다층적인 안전보장협력을 전략적으로

기 위해 장비, 기술, 시설, 정보협력·정보보전 등에 관해 협력을 강화·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서 방위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동훈련·연습,

확대한다.

방위장비·기술협력, 능력구축지원, 군종(軍種) 간 교류 등을 포함한 방위

 특히, 미일 공동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장비품의 공통화나 각종 네트워

협력·교류를 추진한다. 또한, 글로벌한 안전보장상의 과제에 대한 대응에

크의 공유를 추진한다. 또한, 우리나라 주변에서의 미군의 지속적인 활

서도 공헌한다. 이러한 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외교정책과 충분히 조

동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장비품의 높은 가동률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미

정함과 동시에 미일동맹을 기축으로서 해서 보편적인 가치나 안전보장상

국제 장비품의 국내에서의 정비 능력을 확보한다.

의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긴밀한 연계를 도모한다.

 또한, 미일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방위력 강화 우선분야에
관한 공통의 이해를 촉진하면서 유상원조(FMS) 조달 합리화에 의한 미국
의 고성능 장비품의 효율적인 취득, 미일 공동연구·개발 등을 추진한다.
 나아가, 훈련시설이나 훈련구역을 포함한 자위대 시설 및 미군 시설·
구역에 대해서 공동사용에 관한 협력이나 강인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1) 방위협력·교류의 추진
오스트레일리아와의 사이에서는 상호운용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외
무·방위 각료급협의(‘2+2’) 등의 틀도 활용하면서 공동훈련·연습의 확충,
방위장비·기술협력을 더욱 더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이 연계한 능력구축지원 등의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보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미·일·호주 3국 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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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와의 사이에서는 전략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관점에서 ‘2+2’ 등의

 태평양의 도서국과의 사이에서는 자위대 부대의 공항과 항만에의 기

틀을 활용하면서 해양안전보장을 비롯한 폭넓은 분야에서 공동훈련·연

항과 함께 각 자위대의 능력·특성을 활용한 교류나 협력을 추진한다.

습이나 방위장비·기술협력을 중심으로 한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미·

 중앙아시아·중동·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사이에서는 협력관계의 구축·

일·인도 3국 간 연계를 강화한다.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고위급을 포함한 교류나 유엔평화유지활동에 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사이에서는 지역협력의 핵심인 동남아시아국

한 능력구축지원 등의 협력을 추진한다.

가연합(ASEAN)의 중심성·일체성 강화 움직임을 지원하면서 공동훈

 또한, 다국간의 틀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지역의 안전보장분야에 관

련·연습, 방위장비·기술협력, 능력구축지원 등 구체적인 양국 간, 다국

한 논의나 협력·교류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는 동아시아정상회의

간 협력을 추진한다.

(EAS),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 Plus), 아세안지역안보포럼

 한국과의 사이에서는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을 추진함과 함께 연

(ARF) 등을 중시해 역내 국가 간의 협력·신뢰관계 강화에 공헌해간다.

계의 기반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
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연계를 계속해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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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한 과제에의 대응

 영국이나 프랑스와의 사이에서는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해양질서의

해
 양에서의 항행·비행의 자유나 안전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인도, 스

안정 등을 위해 ‘2+2’ 등의 틀도 활용하면서 보다 실천적인 공동훈련·

리랑카 등 남아시아제국, 동남아시아제국과 같은 인도태평양지역의 연

연습, 방위장비·기술협력, 양국이 연계한 제3국과의 협력 등을 추진한

안국 자신의 해양안전보장에 관한 능력의 향상에 기여하는 협력을 추

다. 유럽제국 및 나토, 유럽연합(EU)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진한다. 또한, 공동훈련·연습이나 부대 간 교류,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캐나다 및 뉴질랜드와의 사이에서는 공동훈련·연습, 양국이 연계한 제

기항 등을 추진함과 더불어 관계국과 협력한 해적에 대한 대응이나 해

3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양상황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MDA) 능력 강화에 관한

 중국과의 사이에서는 상호이해·신뢰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다층적인

협력 등을 추진한다.

대화나 교류를 추진한다. 이때 중국이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

 우주 영역의 이용에 대해서는 관계국과의 협의나 정보공유, 다국간 연습

을 위해 책임 있는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국제적인 행동 규범을 준수함

에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통해 우주상황감시(Space Situational Aware-

과 함께 군사력 강화에 관한 투명성을 향상하도록 계속 촉구해 간다. 또

ness, SSA)나 우주정거장 전체의 기능 보장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한, 양국 간에 불측의 사태를 회피하고자 ‘중일 방위당국 간의 해공 연

서의 연계·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사이버 영역의 이용에 대해서는 위협

락 메커니즘’을 양국 간의 신뢰관계 구축에 기여하는 형태로 운용해간

인식의 공유, 사이버 공격대처에 관한 의견교환, 다국간 연습 참가 등에

다. 중국에 의한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 등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냉정

의해 관계국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하고 의연하게 대응한다.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수단이 될 수 있는 미사일의 확산이나 무기

 러시아에 대해서는 상호이해·신뢰관계 증진을 위해 ‘2+2’를 비롯한 안

및 군사전용 가능한 화물·미묘한 기술의 확산에 대해서는 관계국이나

전보장대화, 고위급 교류 및 폭넓은 부대 간 교류를 추진함과 함께 공동

국제기관 등과 협력하면서 이것들의 불확산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훈련·연습을 심화시킨다.

또한, 자위대가 보유한 지견(知見)·인재를 활용하면서 자율형 치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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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스템(LAWS)에 관한 논의를 포함한 유엔 등에 의한 군비관리·군
축에 관한 제 활동에 관여한다.
 국제평화협력활동 등에 대해서는 평화안전법제도 고려해 파견 의의,
파견 상대국가의 정세, 우리나라와의 정치·경제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
로 감안하면서 주체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지금까지 축적한 경험을 살
려 인재육성 등을 위해 노력하면서 현지임무사령부 요원 등의 파견이나
우리나라가 잘하는 분야에서의 능력구축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적극적
으로 공헌한다. 또한 지부티공화국에서 해적 대처를 위해 운영하고 있
던 자위대의 활동거점에 대해서 지역에서의 안전보장협력 등을 위한 장
기적·안정적인 활용을 위해 노력한다.

11. 방위계획의 대강(2018년 12월 18일)

2. 영역횡단 작전에 필요한 능력 강화 시의 우선 사항
1) 우주·사이버·전자파 영역에서의 능력 획득·강화
영
 역횡단작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적인 자원 배분이나 우리나라의 우
수한 과학기술의 활용에 의해 우주·사이버·전자파 같은 새로운 영역에
서의 능력을 획득·강화한다. 이때 새로운 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
서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지휘통제·정보통신 능력의 강화·방
호를 도모한다.
가. 우주영역에서의 능력
 정보수집, 통신, 측위 등을 위한 인공위성의 활용은 영역횡단작전

Ⅳ 방위력 강화 시의 우선사항
1. 기본적인 구상

실현에 불가결한 한편, 우주 공간의 안정적 이용에 대한 위협은 증
대하고 있다.
 이 떄문에 우주 영역을 활용한 정보수집, 통신, 측위 등의 각종 능

방위력의 강화는 매우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안전보장환경의 변화에 대응

력을 더욱 향상시킴과 동시에 우주 공간의 상황을 지상 및 우주 공간

하기 위해서 이전과는 발본적으로 다른 속도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인구

에서 상시 계속적으로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기능 보증을

감소와 소자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이나 엄중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예산

위한 능력이나 상대방 지휘통제·정보통신을 방해하는 능력을 포함

과 인원을 지금까지 이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

하여 평시에서 유사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우주 이용의 우위를 확

 이 때문에 방위력 강화에 있어서는 특히 우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가능

보하기 위한 능력 강화를 추진한다.

한 한 조기에 강화하기로 하고, 기존의 예산과 인원 배분에 고집하지 않고 자

 그때 민생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함과 함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원을 유연하고 중점적으로 배분하는 이외에 소요의 발본적인 개혁을 한다.

(JAXA) 등 관계기관이나 미국 등 관계국과의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이때 모든 분야에서의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을 더욱 추진하고, 종적으로

또한, 우주 영역을 전문으로 하는 부대나 직종의 신설 등의 체제를 구

빠지지 말고 조직 및 장비를 최적화한다. 특히, 우주·사이버·전자파 같은

축함과 더불어 우주 분야에서의 인재육성과 지견의 축적을 추진한다.

새로운 영역에서의 능력, 종합미사일방공, 피해복구, 수송, 정비, 보급, 경
비, 교육, 위생, 연구 등의 폭넓은 분야에서 통합을 추진한다.
 한편, 주로 냉전기에 상정되어 있던 대규모 육상병력을 동원한 착상륙 침
공 같은 침략사태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는 미래의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문적 지견이나 기능의 유지·계승에 필요한 범위에 한해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보다 철저한 효율화·합리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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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이버 영역에서의 능력
사
 이버 영역을 활용한 정보통신네트워크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자위
대의 활동 기반이며, 이에 대한 공격은 자위대의 조직적인 활동에 중
대한 장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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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방위계획의 대강(2018년 12월 18일)

자위대의 지휘통신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관한 상시 계속적인 감시

 따라서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 상시 계속적인 감시를 광범위하

능력이나 피해의 국한, 피해복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게 실시하는 태세를 강화한다.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강화한다. 또한, 유사시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

 또한, 무인잠수정(Unmanned Underwater Vehicles, UUV)을 포함

시 당해 공격에 사용되는 상대방에 의한 사이버공간의 이용을 방해

한 수중·수상에서의 대처능력을 강화한다.

하는 능력 등 사이버 방위능력의 발본적 강화를 도모한다.

 나아가, 유연한 운용이 가능한 단거리이륙수직착륙(STOVL)기를 포

 그때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보유한 인재를 대폭 증강함과 더불어

함한 전투기 체계의 구축 등에 의해 특히, 광대한 공역(空域)을 보유

정부 전체의 대응에 기여하는 데에도 유의한다.

하는 한편 비행장이 없는 우리나라 태평양 측을 비롯해 하늘에서의
대처능력을 강화한다. 그때 전투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장이 제한

다. 전자파 영역에서의 능력

되는 가운데 자위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전투기 운용의 유연성을

전자파는 활용범위나 용도의 확대로 현재의 전투 양상에서의 공방의

더욱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보유한 함정에서 STOVL

최전선으로서 주요한 영역의 하나로 인식되게 되었다. 전자파 영역

기의 운용을 가능하게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의 우월을 확보하는 것도 영역횡단작전의 실현을 위해 불가결하다.
 따라서 정보통신능력의 강화, 전자파에 관한 정보수집·분석 능력

나. 스탠드오프 방위능력

의 강화 및 정보 공유능력 태세의 구축을 추진함과 함께 상대로부터

각
 국의 조기경계관제능력이나 각종 미사일의 성능이 현저하게 향상

의 전자파 영역에서의 방해가 있을 시 그 효과를 국한하는 능력 등

되고 있는 가운데 자위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공

을 향상한다. 또한, 우리나라에 대한 침공을 기도하는 상대방의 레이

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필요가 있다.

더나 통신 등을 무력화하기 위한 능력을 강화한다. 이러한 각종 활

 따라서, 도서부를 포함한 우리나라에 대한 침공을 시도하는 함정이

동을 원활하게 행하기 위해 전자파 이용을 적절하게 관리·조정하는

나 상륙부대 등에 대해서 위협권 밖에서의 대처를 하기 위한 스탠드

기능을 강화한다.

오프 화력 등의 필요한 능력을 획득함과 동시에 군사기술의 진전 등
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의 종합적인 연구개발을 포

2) 종래 영역에서의 능력 강화
영역횡단작전 가운데 우주·사이버·전자파 영역에서의 능력과 하나가
되어 항공기, 함정,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
한 능력을 강화한다.

함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강화한다.
다. 종합미사일방공 능력
탄
 도미사일, 순항미사일, 항공기 등의 다양화·복잡화하는 하늘을 통
한 위협에 대해 최적 수단에 의한 효과적·효율적인 대처를 해서 피해

가. 해공 영역에서의 능력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상우세·항공우
세를 획득·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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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국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미사일 방어에 관한 각종 장비품에 더해 종래 각 자위대
에서 개별적으로 운용해온 방공을 위한 각종 장비품도 함께 일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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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운용하는 체제를 확립하고 평소부터 상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전토를 방호함과 함께 다수의 복합적인 하늘을 통한 위협에도 동시
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한다. 미래의 하늘을 통한 위협에 대한
대처태세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또한, 미일 간의 기본적인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미일동맹 전체의 억

11. 방위계획의 대강(2018년 12월 18일)

3. 방위력의 중심적인 구성 요소 강화 시의 우선 사항
1) 인적 기반의 강화
방
 위력의 중핵은 자위대원이며, 자위대원의 인재 확보와 능력·사기 향
상은 방위력 강화에 불가결하다. 이것들은 인구감소와 소자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의해서 긴급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방위력의 지속성·강

지력 강화를 위해 미사일 발사 수단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능력

인성의 관점에서도 자위대원을 뒷받침하는 인적 기반의 강화를 지금까

태세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한 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지 이상으로 추진해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방공공단체 등과의 연계를 포함한 모집 시책의 추진, 대

라. 기동·전개 능력

졸자 등을 포함한 채용층의 확대나 여성 활약 추진을 위한 대책, 자위

도서부에의 공격을 비롯한 각종 사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관의 정년연령의 적절한 상향이나 퇴직 자위관의 활용, 예비자위관 등

는 적절한 지역에서 소요의 부대가 평소부터 상시 계속적으로 활동함

의 활용이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책과 같은 폭넓은 층에서 다양하고

과 더불어 상황에 맞는 기동·전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면을 포함한 노력에 더해 인공지능

 이를 위해 수륙양용작전능력 등을 강화한다. 또한, 신속하고 대규모
수송을 위해 도서부의 특성에 맞는 기간(基幹)수송 및 단말(端末)수
송 능력을 포함한 통합수송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평소부터 민간수
송력과의 연계를 도모한다.

등 기술혁신의 성과를 활용한 무인화·소인화(Manpower saving, 省人
化)를 추진한다.
 또한, 모든 자위대원이 높은 사기를 유지하고 스스로의 능력을 충분히
계속 발휘할 수 있도록 생활·근로 환경의 개선을 추진함과 함께 일-가
정의 양립(work-life balance) 확보를 위해 방위성·자위대에서의 노동
개혁을 추진한다.

3) 지속성·강인성의 강화

 나아가, 통합교육·연구의 강화 등 자위대의 능력 및 그 일체성을 높이

평시부터 유사까지 모든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활동을 계속적으

기 위한 교육·연구의 충실을 촉진하는 것 이외에 방위성·자위대의 조

로 실시할 수 있도록 후방분야도 포함한 방위력의 지속성·강인성을 강

직관리능력에 관한 교육의 강화를 추진한다. 이러한 것들에 더해 영전·

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우에 관한 시책의 추진, 임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급여 면의 개선과

 이를 위해 탄약, 연료 등의 확보, 해상수송로의 확보, 중요 인프라 방

같은 처우 향상이나 약년정년(若年定年制)퇴직제도(일반 공무원보다

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한다. 특히, 관계 부성(府省) 등과도 연계를

빠른 나이에 퇴직하는 제도, 역자주) 하에 있는 자위관의 생활기반 확

도모하면서 탄약, 연료 등의 안전하고 착실한 정비·비축 등에 의해 지

보가 국가의 책무라는 것을 고려한 재취직 지원을 더욱 충실하게 한다.

속성을 향상한다. 또한, 자위대 운용에 관한 기반 등의 분산, 복구, 대체
등에 의해 다층적으로 강인성을 향상시킨다. 나아가, 종래의 유지정비

164

2) 장비체계의 재검토

방법의 재검토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유지·정비를 추진하

현
 재 보유한 장비체계를 통합운용의 관점도 고려해서 검증해 합리적인

고, 장비품의 높은 가동률을 확보한다.

장비체계를 구축한다. 그때 각 자위대의 운용에 필요한 능력 등을 고려

165

전후 일본의 방위정책연구

11. 방위계획의 대강(2018년 12월 18일)

하면서 장비품의 패밀리화, 장비품 사양의 최적화·공통화, 각 자위대가

 이를 위해 장기계약을 포함해 장비품의 효율적인 조달에 도움이 되

공통해서 보유한 장비품의 공동조달을 함과 더불어 항공기 등의 종류

는 계획적인 취득방법의 활용이나 유지정비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또

의 삭감, 중요도가 저하한 장비품의 운용 정지,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한, 국내외의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함과 함께 국제공동개발·생산이나 해

프로젝트의 수정이나 중지 등을 시행한다.

외이전도 염두에 둔 장비품의 개발 등을 추진한다. 나아가, 미국의 고
성능 장비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FMS조달의 합리화를 추진

3) 기술기반의 강화

함과 더불어 미군 등과의 조달시기·사양의 정합을 위해 노력한다. 이

군사기술의 진전을 배경으로 전투양상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나

렇게 함에 있어서는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통한 프로젝트 관리 노력을

라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살려 정부 전체로서 방위장비로 이어지는 기

더욱 강화한다.

술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지금 이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영역에 관한 기술이나 인공지능 등 게임 체인저가 될

5) 산업기반의 강인화(强靭化)

수 있는 최첨단기술을 비롯한 중요 기술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우
 리나라의 방위산업은 장비품의 생산·운용·유지정비에 필요불가결

중점적인 투자를 함과 더불어 연구개발 프로세스의 합리화 등을 통해

한 기반이다. 고성능의 장비품 생산과 높은 가동률을 확보하기 위해 소

연구개발기간의 대폭적인 단축을 추진한다. 이때 기획제안방식의 적극

량다종생산에 의한 고비용화, 국제경쟁력 부족 등의 과제를 극복해 변

적인 활용이나 향후 우리나라의 방위에 필요한 능력에 관한 연구개발

화하는 안전보장환경에 적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기반을 강인화

비전 책정 등에 의한 예측가능성의 향상에 의해 기업의 선행투자 촉진

할 필요가 있다.

을 도모함과 동시에 그 힘을 최대한 발휘하게 한다.

 이를 위해 장비체계, 기술기반 및 장비조달에 관한 각종 시책에 더해

 나아가,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기술교류나 관계 부성(府省)과의 연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포함해 기업 간 경쟁 환경의 창출을 위해

강화, 안전보장기술연구추진제도의 활용 등을 통해 방위에도 응용 가

계약 제도를 재검토한다. 또한, 장비품의 서플라이 체인의 리스크 관리

능한 선진적인 민생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노력한다.

를 강화함과 더불어 수입 장비품 등의 유지정비 등에 우리나라의 방위

 국내외의 첨단기술동향에 대해서 조사·분석 등을 하는 싱크탱크의 활

산업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안전보장

용이나 창설 등에 의해 혁신적·맹아적인 기술의 조기 발굴이나 그 육성

에 기여할 경우 등에는 장비이전을 허용할 수 있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

을 위한 체제를 강화한다.

하에 장비품의 적절한 해외이전을 정부가 일체가 되어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운용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동시에, 장비품에 관한 중요기술의

4) 장비조달의 최적화

유출을 막기 위해 지적재산관리, 기술관리 및 정보보전의 강화를 추진

자위대 장비품의 질과 양을 필요하고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

한다. 이상의 각종 시책을 통해 비용절감과 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함

성능의 장비품을 가능한 저렴하게 취득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의 계

으로써 강인한 산업기반의 구축을 목표로 함과 더불어 이를 위한 추가

상만이 아니라 집행에 있어서도 철저한 코스트 관리·억제를 할 필요

적인 방책에 대해서도 검토해간다.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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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
 주공간의 상황을 상시 계속적으로 감시함과 함께 기능 보장이나 상

정책판단이나 부대 운용에 기여하는 정보지원을 적시에 적절하게 실

대방의 지휘통제·정보통신을 방해하는 것을 포함해 평시에서 유사까지

시하기 위해 정보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각종 사태 등의 징후를 조기

의 모든 단계에서 우주이용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항공자위대에서

에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함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군사동향 등을 고려

우주영역 전문부대를 보유함과 함께 통합운용에 관한 태세를 강화한다.

한 각종 대응을 하기 위해 정보의 수집·처리, 분석·공유, 보전의 각 단
계에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3) 자
 위대의 정보통신네트워크를 상시 계속적으로 감시함과 동시에 우리

 이때 정보처리분야에서의 기술동향에 대해서도 유의하면서 새로운 영

나라에 대한 공격 시 당해 공격에 사용된 상대방에 의한 사이버공간의

역에 관한 것도 포함해 전파정보, 화상정보, 인적 정보, 공개정보 등에

이용을 방해하는 능력 등 사이버 방위능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

관한 수집능력·태세를 강화함과 동시에 정보수집위성을 운용하는 내각

도록 공동의 부대로서 사이버방위부대를 보유한다.

위성정보센터 등의 국내기관이나 동맹국 등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
한, 정보수집·분석 요원의 확보·육성이나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의

(4) 전
 자파의 이용을 통합운용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관리·조정할 수 있도록

정비·연결 등을 추진한다. 나아가, 보다 공고한 정보보전체제를 확립함

통합막료감부의 태세를 강화한다. 또한, 전자파 영역에 관한 정보수집·

과 함께 방첩(Counterintelligence)에 관한 기능을 강화한다.

분석이나 침공을 기도하는 상대방 레이더나 통신 등의 무력화를 할 수
있도록 각 자위대의 태세를 강화한다.

Ⅴ 자위대의 체제 등
우주·사이버·전자파와 같은 새로운 영역을 포함해 영역횡단작전을 실현하기

(5) 평
 소부터 상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전토를 방호함과 더불어 다수의 복

위해 1.처럼 통합운용을 강화함과 동시에 각 자위대의 체제를 2.에서 4.까지

합적인 하늘을 이용한 위협에 대해 동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육상자위

처럼 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미래의 주요한 편성, 장비 등의 구체적 규

대에 지대공유도탄부대 및 탄도미사일방어부대, 해상자위대에 이지스

모에 대해서는 별표와 같이 한다.

시스템 탑재 호위함, 항공자위대에 지대공유도탄부대를 보유하고 이들
을 포함한 종합미사일방공능력을 구축한다.

1. 영역횡단작전의 실현을 위한 통합운용
(1) 모든 분야에서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을 한층 추진하기 위해 자위대 전
체의 효과적인 능력발휘를 신속하게 실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부대 운
용 태세나 새로운 영역에 관한 태세를 통합막료감부에서 강화함과 함께
바람직한 미래의 통합운용에 대해 검토한다. 또한, 각 자위대 간의 상호
협력의 관점을 고려한 경비 및 피해복구에 관한 태세를 구축하는 등 각
자위대 요원의 유연한 활용을 도모한다.

(6) 평시에서 유사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통합운용 하에 자위대 부대 등의 신속
한 기동·전개를 할 수 있도록 공동의 부대로서 해상수송부대를 보유한다.
2. 육상자위대의 체제
(1) 각
 종 사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고도의 기동력과 경계감시능력을 갖
추고 기동운용을 기본으로 한 작전기본부대(기동사단, 기동여단 및 기
갑사단) 이외에 사이버 영역이나 전자파 영역에서의 각종 작전,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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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空挺), 수륙양용작전, 특수작전, 항공수송, 특수무기방호, 각국 등과의

 그때 다양한 임무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킨 호위함에 대해서 복수

안전보장협력 등을 유효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적 기능을 갖춘 부

의 함정에의 교체 근무의 도입이나 경계감시능력이 우수한 초계함과의

대를 기동운용부대로서 보유한다.

연계에 의해 상속감시를 위한 태세를 강화한다.

 이때 양호한 훈련환경을 바탕으로 통합수송능력에 의해 신속하게 전
개·이동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고도의 숙련도를 유지한 기동운용을

(2) 수
 중에서의 정보수집·경계감시를 평소부터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 광

기본으로 한 작전기본부대의 절반을 홋카이도에 보유한다.

범위하게 실시함과 더불어 주변해역의 초계 및 방위를 유효하게 수행할

 또한, 수륙기동단 등의 기동운용부대에 의한 함정과 연계한 활동이나

수 있도록 증강된 잠수함부대를 보유한다.

각종 훈련·연습과 같은 평소의 상시 계속적인 기동, 자위대의 배치 공

 그때 시험잠수함의 도입으로 잠수함부대의 운용 효율화와 능력 향상

백지역이 되고 있는 도서부에의 부대 배치, 해상자위대 및 항공자위대

을 가속화해 상속감시를 위한 태세를 강화한다.

와의 네트워크화의 확립 등에 의해 억지력·대처력을 강화한다.
(3) 양
 상(洋上)에서의 정보수집·경계감시를 평소부터 우리나라 주변해역
(2) 도서부 등에 대한 침공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대함유도탄부대 및 도서
방위용 고속 활공탄 부대를 보유한다.
(3) (1)에서 제시한 기동운용을 기본으로 한 부대 이외의 작전기본부대(사

에서 광범위하게 실시함과 더불어 주변해역의 초계 및 방위를 유효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고정익초계기부대를 보유한다.
4. 항공자위대의 태세

단·여단)에 대하여 전차 및 화포를 중심으로 해서 부대의 편성·장비를

(1) 태평양 측의 광대한 공역을 포함한 우리나라 주변공역의 상시 계속적인 경

재검토하는 이외에 각 방면대 직할부대에 대해서도 항공화력에 관한 부

계감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경계관제부대 이외에 그레이존사태 등의 정세

대의 편성·장비를 재검토하고 효율화·합리화를 철저하게 한 위에 지역

긴박 시 장기간에 걸친 공중에서의 경계감시·관제를 유효하게 수행할 수 있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한다.

도록 증강된 경계항공부대로 구성된 항공경계관제부대를 보유한다.

3. 해상자위대의 체제

(2) 태
 평양 측의 광대한 공역을 포함한 우리나라 공역에서 전투기와 그 지

(1) 상속감시(常續監視)나 대잠수함전·대기뢰전 등의 각종 작전의 효과적

원기능이 일체가 되어 우리나라의 방공 등을 종합적인 태세로 수행할

인 수행에 의한 주변해역의 방위나 해상교통의 안전 확보, 각국 등과의

수 있도록 고도의 능력이 있는 전투기로 증강된 전투기부대를 보유한

안전보장협력 등을 기동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임무에 대한

다. 또한, 전투기부대, 경계항공부대 등이 각종 작전을 광역에서 지속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킨 호위함 등을 포함한 증강된 호위함부대, 소해함정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증강된 공중급유·수송부대를 보유한다.

부대 및 함재회전익초계기부대를 보유하고 이들 호위함부대 및 소해함
정부대로 구성된 수상함정부대를 편성한다. 또한, 평소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의 경계감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초계함부대를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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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
 상부대 등의 기동·전개, 각국과의 안전보장협력 등을 효과적으로 실
시할 수 있도록 항공수송부대를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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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방위계획의 대강(2018년 12월 18일)

(4)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떨어져있는 지역에서의 정보수집이나 사태가 긴

료 대처능력의 향상을 포함한 교육·연구를 충실하게 하고 강화한다. 그

박해졌을 때의 공중에서의 상시 계속적인 감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무

밖에 능력구축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협력에 필요한 태세의 정비를

인기부대를 보유한다.

추진한다.

Ⅵ 방위력을 뒷받침하는 요소
방위력이 그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끊임없이 그 능력을 유지·
향상시키고 동시에 국민의 폭넓은 이해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1. 훈련·연습

3. 지역커뮤니티와의 연계
더
 욱 엄중해지고 불확실성이 늘어나는 안전보장환경 하에서 자위대와 주
일미군의 활동 및 훈련·연습의 다양화, 장비품의 고도화 등이 진전을 보
이고 있고, 방위시설 주변의 지방공동단체나 지역주민의 이해 및 협력을
얻는 것은 지금까지 이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공공단체나 지역주민에 대해 평소부터 방위성·자위대의

자위대의 전술기량의 유지·향상을 위해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지방공공

정책이나 활동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함과 더불어 자위대와 주일미군

단체나 민간부문과도 연계하면서 보다 실천적이며 효과적이고 계획적인

의 부대 및 장비품의 배치, 훈련·연습 등의 실시에 있어서 지역주민에 대

훈련·연습을 실시한다. 그때 보다 실천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홋카

한 설명책임을 충분히 다하면서 지역의 요망이나 정세에 부응한 세심한

이도를 비롯한 국내의 연습장 등이나 국외의 양호한 훈련환경의 정비·활

조정을 실시한다. 동시에 소음 등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방위시설 주변대

용에 더해 미군시설·구역의 공동사용, 자위대시설이나 미군시설·구역 이

책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

외 장소의 이용 등을 촉진함과 함께 시뮬레이터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

 또한, 각종 사태에서 자위대가 신속하고 확실하게 활동을 수행하기 위

입한다. 나아가,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계획을 부단히 검증하고 개정

해 지방공공단체, 경찰·소방기관과 같은 관계기간과의 연계를 한층 강화

하기 위해 훈련·연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한다.
 지방에 따라서는 자위대 부대의 존재가 지역 커뮤니티의 유지·활성화에

2. 위생
자위대원의 장건성(壮健性)을 유지함과 더불어 각종 사태에의 대처나 국
내외에서의 다양한 임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위생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원의 생명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제1선에서 최종 후송
처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의료·후송태세를 강화한다. 그때 지역의 특성
을 고려하면서 난세이(南西)지역에서의 자위대의 위생기능의 강화를 중
시한다. 또한, 자위대 병원의 거점화·고기능화 등에 의해 효율적이며 질
좋은 의료체제를 확립한다. 나아가, 자위대 부대의 위생에 관한 인재 확
보를 위해 방위의과대학교의 운영개선을 비롯한 대책이나 전상(戰傷)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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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공헌하고, 혹은 자위대에 의한 응급환자수송이 지역의료를 지원하
고 있는 경우 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해서 부대 개편이나 주둔지·기지
등의 배치에 있어서 지방공공단체나 지역 주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을 배려한다. 동시에 주둔지·기지 등의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
경제에의 기여를 배려한다.
4. 지적 기반
안
 전보장·위기관리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기관 등에
서의 안전보장교육의 추진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방위성·자위대에서
는 방위연구소에 의한 연구와 정책지원을 높은 수준에서 양립시키기 위
해 정책부문과의 사이에 연계를 촉진함과 동시에 방위연구소를 중심으

173

전후 일본의 방위정책연구

로 한 연구체제를 한층 강화한다. 그때 정부 내의 연구교육기관이나 국
내외의 우수한 대학, 싱크탱크 등과의 교육·연구에 관한 조직적인 연계
를 추진한다.

11. 방위계획의 대강(2018년 12월 18일)

(별표)
공동의
부대

사이버방위부대
해상수송부대
편성 정수
상비자위관 정원
즉응예비자위관원수

Ⅶ 유의사항

로 체계적인 평가를 한다. 또한, 안전보장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진정으로
실효적인 방위력을 구축해가기 위해 향후의 우리나라 방위에 필요한 능력

기동운용부대

지역배치부대

5개 사단
2개 여단

육상자위대
기간 부대

에 관한 검증을 실시한다.

지대함유도탄부대

2. 평가·검증하는 사이 정세에 중요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도서방위용 고속활공탄부대

서의 안전보장환경 등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고 소요의 수정을 한다.

지대공유도탄부대
탄도미사일방어부대

기간 부대

수상함정부대
이 가운데 호위함부대
호위함·소해함정부대
잠수함부대
초계기부대

주요 장비

호위함
(이지스시스템 탑재 호위함)
잠수함
초계함
작전용 항공기

3. 특히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는 재정 사정과 국민생활에 관한 다른 예산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방위력 정비를 더욱 효율화·합리화하고 경비의 억제
를 위해 노력함과 더불어 국가의 다른 여러 시책과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방위력 전체로서 원활하고 충분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해상자위대

항공경계관제부대

기간 부대
항공자위대

주요 장비

15만 9천 명
15만 1천 명
8천 명
3개 기동사단
4개 기동여단
1개 기갑사단
1개 공정단
1개 수륙기동단
1개 헬리콥터단

1. 본 대강에서 정한 방위력의 태세는 대략 10년 정도의 기간을 염두에 둔 것
으로 각종 시책·계획의 실시과정을 통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정기적으

1개 방위대
1개 수송군

전투기부대
공중급유·수송부대
항공수송부대
지대공유도탄부대
우주영역전문부대
무인기부대
작전용 항공기
이 가운데 전투기

5개 지대함미사일 연대
2개 고속활공탄대대
7개 고사특과군/연대
2개 탄도미사일 방위대
4개군(8개대)
2개군(13개대)
6개 잠수대
9개 항공대
54척
(8척)
22척
12척
약 190기
28개 경계대
1개 경계항공단(3개 비행대)
13개 비행대
2개 비행대
3개 비행대
4개 고사군(24개 고사대)
1개대
1개 비행대
약 370기
약 290기

주1 : 전차와 화포의 현재(2018년도 말 정수) 규모는 각각 약 600량, 약 500량/문이지만, 미래의 규모
는 각각 약 300량, 약 300량/문으로 한다.
주2 : 상기 전투기부대 13개 비행대는 STOVL기로 구성된 전투기부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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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새로운 미사일방위시스템의 정비 등 및 스탠드오프 방위능력의 강화에 대하여

12. 새로운 미사일방어시스템의 정비 등 및 스탠드오프 방어능력의
강화에 대하여
2020년 12월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결정/각의결정

13. (구)미일안전보장조약

13. (구)미일안전보장조약
일본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안전보장조약
(Security Treaty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새로운 미사일방어시스템의 정비 등에 대하여)

1951년 9월 8일 조인(샌프란시스코), 1952년 4월 28일 발효

1. 다양한 경공(經空)위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019년도 이후에 관한 방위
계획의 대강’(2018년 12월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각의 결정) 및 ‘중기

일본국은 오늘 연합국과의 평화조약에 서명했다. 일본국은 무장이 해제되

방위력정비계획(2019년-2023년)’(2018년 12월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었기 때문에 평화조약의 효력 발생 때에 있어서 고유의 자위권을 행사할 유

및 각의 결정, 이하 ‘중기방’이라 함)에 입각하여 대응해왔지만, 더욱 엄

효한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중해지고 있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에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

무책임한 군국주의가 아직 세계로부터 구축(驅逐)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

으로 대응해 가기 위한, 바람직한 방책의 일환으로서 육상 배치형 이지스

기 상태에 있는 일본국에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일본국은 평화조약이 일본

시스템 대신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2척을 정비한다. 동함은 해상자위대가

국과 미합중국 사이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미합중

보유한다. 동함에 부가하는 기능 및 설계상의 연구 등을 포함한 상세한 내

국과의 안전보장조약을 희망한다.

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또한, 억지력의 강화에 대하여 계속해서 정부에서 검토를 한다.

평화조약은 일본국이 주권국으로서 집단안전보장협정을 체결할 권리를 갖
는다는 것을 승인하고, 나아가 유엔헌장은 모든 국가가 개별적 및 집단적 자
위권의 고유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승인하고 있다.

(스탠드오프 방어능력 강화에 대하여)
2. 자위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도서부를 포함한 우리나라에 대해 침공을 시도

이러한 권리의 행사로서 일본국은 그 방위를 위한 잠정조치로서 일본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 국내 및 그 부근에 미합중국이 그 군대
를 유지하는 것을 희망한다.

하는 함정 등에 대하여 위협권 밖에서 대처하기 위한 스탠드오프 방어능

미합중국은 평화와 안전을 위해 현재 약간의 자위 군대를 일본 국내 및 그

력의 강화를 위해 중기방(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스

부근에 유지할 의사가 있다. 다만, 미합중국은 일본국이 공격적인 위협이 되

탠드오프 미사일 정비 및 연구개발에 더해 다양한 프랫폼에서의 운용을

거나 유엔헌장의 목적 및 원칙에 따라서 평화와 안전을 증진하는 것 이외에

전제로 한 12식지대함유도탄 능력향상형을 개발한다.

사용되어야 할 군비를 갖는 것을 항상 피하면서 직접 및 간접 침략에 대한 자
국의 방위를 위해 점증적으로 스스로 책임을 질 것을 기대한다.
이에 양국은 다음과 같이 협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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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전권위원은 이 조약에 서명했다.

평화조약 및 이 조약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미합중국의 육군, 공군 및 해군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일본어 및 영어로 본 문서 2통을 작성

을 일본 국내 및 그 부근에 배치할 권리를 일본국은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했다.

이를 수락한다. 이 군대는 극동에서의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기여하고, 또
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외부 국가에 의한 교사(敎唆) 또는 간섭에 의해서

일본을 위해서

발생한 일본국에 있어서의 대규모의 내란 및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일본 정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부의 명시적 요청에 대응해 부여된 원조를 포함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력공

미합중국을 위해서

격에 대한 일본국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딘 애치슨(Dean Acheson),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
알렉산더 와일리(Alexander Wiley), 스타일즈 브릿지스(Styles Bridges)

제2조
제1조에 제시한 권리가 행사되는 동안에 일본국은 미합중국의 사전 동의
없이 기지, 기지에서의 혹은 기지에 관한 권리, 권력 혹은 권능(powers or
authority), 주둔 혹은 연습의 권리(the right of garrison or of maneuver)
또는 육군, 공군 혹은 해군의 통과 권리를 제3국에 허여하지 않는다.
제3조
미합중국 군대의 일본 국내 및 그 부근에서의 배치를 규율하는 조건은 양 정
부 간의 행정협정으로 결정한다.
제4조
이 조약은 유엔 또는 기타에 의한 일본 구역에서의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충분한 유엔의 조치 또는 이를 대신하는 개별적 혹은 집단적 안전보장
조치가 효력을 발생했다고 일본국 및 미합중국 정부가 인정한 때는 언제라
도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이 조약은 일본국 및 미합중국에 의해서 비준되어야 한다. 이 조약은 비준서
가 양국에 의해서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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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약국은 다른 평화애호국가와 협동해서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 유
엔의 임무가 한층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유엔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일본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60년 1월 19일 조인(워싱턴), 1960년 6월 23일 발효

제2조
체약국은 그 자유로운 제 제도를 강화하는 것에 의해, 이들 제도의 기초를 이
루는 원칙의 이해를 촉진하는 것에 의해, 또한 안정 및 복지의 조건을 증진
하는 것에 의해서 평화적이며 우호적인 국제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공

일본국 및 미합중국은,

헌한다. 체약국은 그 국제경제정책에 있어서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

양국 사이에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평화 및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또한 민주

하고, 또한 양국 간의 경제적 협력을 촉진한다.

주의의 제 원칙, 개인의 자유 및 법의 지배를 옹호하는 것을 희망하고,
또한 양국 사이의 더욱 긴밀한 경제적 협력을 촉진하고, 또한 각각의 국가에

제3조

있어서의 경제적 안정 및 복지의 조건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고,

체약국은 개별적으로 및 상호 협력해서 계속적이며 효과적인 자조 및 상호

유엔헌장의 목적 및 원칙에 대한 신념 및 모든 국민 및 모든 정부와 함께 평

원조에 의해 무력공격에 저항하는 각각의 능력을 헌법상의 규정에 따를 것

화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고,

을 조건으로 해서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양국이 유엔헌장에서 정한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의 고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제4조

양국이 극동에서의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에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체약국은 이 조약의 실시에 관해서 수시로 협의하고, 또한 일본국의 안전 또

것을 고려하고,

는 극동에서의 국제평화 및 안전에 대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에는 언제라도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하고,

어느 일방의 체약국의 요청에 의해 협의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5조
각 체약국은 일본국의 시정 하에 있는 영역에서의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공

제1조

격이 자국의 평화 및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국의 헌

체약국은 유엔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이 관계하는 국제분쟁을 평

법상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서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할 것을 선

화적 수단에 의해서 국제평화와 안전 및 정의를 위협하지 않도록 해결하고,

언한다.

또한 각각의 국제관계에서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어떠한 국

 전기 무력공격 및 그 결과로서 취한 모든 조치는 유엔헌장 제51조의 규정

가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한 것도, 또한 유엔의 목적과 양립하지

에 따라서 즉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 조치는 안전보장

않는 다른 어떠한 방법에 의한 것도 삼간다는 것을 약속한다.

이사회가 국제평화 및 안전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했을
때에는 종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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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에 대해서 이 조약을 종료시킬 의사를 통고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이 조약

일본국의 안전에 기여하고 극동에서의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에 기여하기

은 그러한 통고가 이뤄지고 1년 뒤에 종료한다.

위해 미합중국은 그 육군, 공군 및 해군이 일본국에서 시설 및 구역을 사용
할 것이 허여된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전권위원은 이 조약에 서명한다.

 전기의 시설 및 구역의 사용 및 일본국에서의 미합중국의 지위는 1952년

1960년 1월 9일 워싱턴에서 동등한 정문인 일본어 및 영어로 본 문서를 2

2월 28일에 도쿄에서 서명된 일본국과 미합중국 간의 안전보장조약 제3조

통 작성했다.

에 입각한 행정협정(개정을 포함한다)을 대체하는 별도의 협정 및 합의되
는 다른 협정에 의해 규율된다.

일본을 위해서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후지야마 아이이치로(藤山愛一郎),

제7조

이시이 미쓰지로(石井光次郎), 아다치 다다시(足立正),

이 조약은 유엔헌장에 입각한 체약국의 권리 및 의무 또는 국제평화 및 안

아사카이 코이치로(朝海浩一郎)

전을 유지하는 유엔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또한

미합중국을 위해서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크리스천 허터(Christian A. Herter),
더글러스 맥아더 2세(Douglas MacArthur 2nd),

제8조

그레이엄 파슨즈(J. Graham Parsons)

이 조약은 일본국 및 미합중국에 의해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비준
되어야 한다. 이 조약은 양국이 도쿄에서 비준서를 교환한 날에 효력을 발
생한다.
제9조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 미합중국 간의 안전
보장조약은 이 조약의 효력 발생 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제10조
이 조약은 일본 구역에서의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충분한 것을 정
한 유엔의 조치가 효력을 발생했다고 일본 정부 및 미합중국 정부가 인정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또한, 이 조약은 10년간 효력을 존속한 뒤에는 어느 체약국도 다른 체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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